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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ed at suggesting improvement of lighting environment of the coffee house using study place.

To this end, a series of field investigation was conducted in four possible target coffee houses around

university. The field measurement included measurement of general illuminance and tabletop illuminance,

observing illumination condition, and status of artificial lighting. Also, on-site questionnaire survey was

administrated to 80 users of field measurement targets about using characteristics of coffee house and user's

subjective response on light environment.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1) According to

questionnaire survey, most of users checked 'learning (study and reading)' in 'purpose of coffee house using',

and 'slightly dark' was checked most in each subjective response (brightness on general space and on

tabletop at daytime/night); (2) as results of measurements on general illuminance and on tabletop illuminance

during daytime, only one coffee house was suitable for standard; (3) as results of measurements on

illuminance during night, all target coffee houses were not met the standard; (4) as results of uniformity

ratios, almost uniformities of general illuminance were not met the standard except one case. The common

problems of lighting environment of coffee house were analyzed as lack of daylight illumination e.g. having

low amount of sunshine from skylight, un-uniformity of insolation by floor plan and absence of window blind,

and un-uniformity of artificial luminous intensity e.g. lack of the number or brightness of artificial lighting,

using the indirect lighting, using only local lighting, and non-uniform arrangement of artificial ligh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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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커피전문점은 본래 차를 마시거나 단순한 모임장소로

서 역할을 하였지만, 최근 토론, 세미나, 공부, 영화감상을

할 수 있는 장소로서의 역할을 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대

학생들은 대학 강의실이나 도서관의 스터디 룸을 제외하

면 스터디나 자유로운 학습, 토론 등을 할 수 있는 공간

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하고 더불

어 가벼운 식사나 차를 마실 수 있는 장소로 커피전문점

을 택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공부와 독서를 하

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북카페’들이 눈에 띄게 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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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주간한국(“북카페, 차와 책이 어울어진 문화마당”,

2008)은 출판단지가 모여든 삼청동 일대와 젊음의 거리

홍대 앞에는 몇 해 전부터 하나둘 북카페가 생기기 시작

해 이제 하나의 골목을 이뤘을 정도라고 하였다.

기존의 커피전문점은 차를 마시거나 단순한 만남의 장

소로서의 기능을 위해, 아늑하고 포근한 분위기를 위하여

조도를 낮춘 간접조명이나 분위기 조명을 많이 사용하였

다. 그러나 커피전문점의 이용목적이 점점 다양해져 가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학습공간으로도 이용되고 있기 때문

에, 학습에 필요한 시작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충분한

조도가 만족되어야 한다. 그러나 커피전문점의 이용목적

은 변화되는 추세인데 비해 조명방식이나 조도수준이 그

변화를 충분히 수용하고 있는지는 밝혀진 바 없다.

지금까지 커피전문점의 조명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조

재현(1997) 뿐으로서, 카페의 실내조명 연출이 사용자의

감정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것으로, 물리적인 조명

실태를 조사하거나 조도를 측정한 연구는 아니며, 커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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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방법의 개요

구 분 설문조사 현장측정

조사대상 현장측정대상 4곳의 이용자 각 20명씩 총 80명 대학주변의 조사협조가 가능한 커피전문점 4곳

조사시기
․주 간 : 2009년 11월 26일 13시～16시, 12월 3일 13시～16시

․일몰 후 : 2009년 12월 2일 18시～21시

조사방법
․커피전문점 1곳 당 주간 10부, 일몰 후 10부씩 조사대

상 이용자에게 무작위 배부한 뒤 작성 후 바로 회수

․측정대상 관찰기록, 실측, 사진촬영

․조도 측정

조사내용
․커피전문점 이용특성(목적, 횟수, 시간)

․밝기감 반응(공간, 작업면)

․측정대상의 특성, 일조 및 조명실태

․주 간 : 주광과 인공조명 병용시 전반조도․작업면조도

․일몰 후 : 인공조명시 전반조도․작업면조도

표 3. 현장측정의 측정방법

측정요소 측정기기 측정위치 측정높이 측정시간

전반조도 Digital Lux

Meter INS

DX-100

커피전문점 실내공간의 벽면으로부터 1m씩 떨어

진 지점 내에서 등간격으로 분할한 교점
바닥 위 85cm 커피전문점 1곳당 주광과

인공조명 병용시(주간)와 인

공조명시(일몰 후) 측정작업면조도 모든 테이블의 중앙 테이블 위

표 2. 설문조사 내용

구분 내용

커피전문점

이용특성

․커피전문점 이용목적

․커피전문점 이용빈도

․커피전문점 이용시간

․학습 및 독서를 목적으로 커피

전문점에 방문한 경우 그 이유

밝기감 반응

(5단계 리커트 척도)

․공간의 밝기감

․작업면(테이블)의 밝기감

문점의 조도를 측정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주변 커피전문점의 이용실태와

이용자의 밝기감 반응, 조명 및 조도실태를 파악하고, 학

습공간으로서 커피전문점의 조명환경 측면에서의 문제점

과 개선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주변 커피전문점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

사를 통해 커피전문점의 이용실태와 밝기감 반응을 파악

한다.

2. 현장측정을 통해 커피전문점의 일조조건과 조명실태

를 파악하고, 조도를 평가한다.

3. 학습공간으로서의 커피전문점의 조명환경측면에서

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개선안을 도출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방법의 개요

본 연구는 대학 주변의 조사협조가 가능한 커피전문점

4곳을 대상으로 일조조건 및 조명실태를 관찰하고, 전반

조도와 작업면조도를 측정하였다. 또한 현장측정대상 4곳

의 이용자 각 20명씩을 대상으로 커피전문점의 이용특성

(목적, 횟수, 시간)과 밝기감 반응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

였다. 연구방법의 개요는 <표 1>과 같다.

2.2 설문조사

설문조사의 대상은 현장측정대상 4곳의 이용자로 하였

으며, 조도측정일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내용은 <표 2>와 같으며, 커피전문점 이용

특성과 밝기감 반응으로 구성하였고, 밝기감 반응은 5단

계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다. 커피전문점의 이용자에게

즉석에서 설문의 응답을 부탁하였기 때문에, 설문의 내용

이 많으면 거절의 가능성이 많고 응답의 신뢰성이 저하

될 수 있어, 꼭 필요한 문항만으로 1쪽짜리 설문지를 작

성하였다.

설문결과는 결측값을 제외한 설문지 모두를 분석에 이

용하였고, SPSS 12.0 PC를 이용하여 각 문항별로 빈도,

백분율의 단순통계로 분석하였다.

2.3 현장측정

1) 현장측정방법

현장측정의 대상은 충북 C대학교 주변의 커피전문점들

중 조사협조가 가능한 4곳으로 선정하였으며, 협조의사

이외의 다른 조건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조사시기는

2009년 11월 26일 13시～16시, 12월 3일 13시～16시(주

간), 2009년 12월 2일 18시～21시(일몰 후)로 하였다.

측정요소는 전반조도와 작업면조도로 하였고, 측정방법

은 <표 3>과 같다. 그런데, 측정대상 4곳 중 대상D는 창

은 있으나 외부 간판에 가려져서 일조유입이 완전히 차단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일몰 후 1회만 측정하였다. 측정 시

작 전에 측정대상의 건축적 요인, 일조 관련요인, 조명실

태에 대하여 관찰기록하였고, 줄자로 공간을 실측하여 평

면을 채취하였으며, 사진촬영 후 조도 측정을 시작하였다.

2) 자료분석방법 및 조도평가기준

현장측정자료는 <표 9>와 같이 측정대상별로 현장측

정결과를 요약하고 측정대상별로 측정치의 최소, 평균,

최대 등의 단순 통계치를 평가기준과 비교한 후, 측정대

상간 조도 차이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측정

대상별 문제점과 원인,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조도측정결과를 평가하기 위해 KS조도기준을 고찰하

였다. KS조도기준(KSA 3011: 1998)에서는 활동유형에

따라 조도범위를 분류하고 건물의 용도에 따라 경기장,

공공시설, 공장, 교통, 병원, 사무실, 상점, 옥외시설, 주택,

학교 등의 조도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커피전문점에서 음

료를 마시고 가벼운 식사 등의 행위가 일어나는 이용실

태를 감안하면 커피전문점의 전반조도 기준은 KS조도기

준의 공공시설의 ‘간이음식점, 레스토랑, 식당’의 ‘객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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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실, 현관(150-200-300lux)’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커피

전문점 테이블의 작업면조도 기준은 ‘간이음식점, 레스토

랑, 식당’의 ‘집회실, 식탁(300-400-600lux)’을 기준으로 하

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일반적인 의미의 커피전문점에서는 시작업이 많이 이

루어지지 않고 분위기조명을 위해 밝기 차이를 두기도

하지만, 최근에 커피전문점에서 학습 등의 행위가 이루어

짐에 따라서 공간 내의 조도분포가 균일할 필요가 있어

균제도도 평가항목에 포함하였다. 균제도 평가기준(임만

택, 2002)은 주간의 주광과 병용시의 인공조명은 최저조

도/최대조도 1/7 이상, 일몰 후 인공조명은 1/3 이상을 적

용하였다.

3. 조사결과 및 해석

3.1 설문조사결과 및 해석

1) 커피전문점 이용특성

설문응답자의 커피전문점 이용특성은 <표 4>와 같다.

거의 모든 질문에서 최대빈도로 응답한 항목이 조사대상

간 차이 없이 나타났으나, 대상A의 응답이 다른 조사대

상 3곳과 최대빈도의 응답에 다소 차이가 있었다. 전체적

으로 조사대상 이용자의 ‘이용목적’은 ‘학습(스터디 및 독

서)’이 48.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대화’가

33.3% 등으로 나타났다. ‘이용빈도’는 ‘가끔 온다(한 달에

1～2회)’가 46.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자주 온

다(일주일에 1회 이상)’가 38.5% 등으로 나타났다. ‘이용

시간’은 ‘1～2시간’이 43.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는 ‘3～4시간’이 35.9% 등으로 나타났다. ‘학습․독서를

목적으로 커피전문점에 방문한 경우 그 이유’는 ‘자유로운

대화와 활동이 가능해서’가 47.4%로 가장 많았고, 그 다

음으로는 ‘모임장소가 마땅치 않아서’가 21.1% 등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조사대상 커피전문점은 본 연구의 시작단

계에서 전제로 한 학습공간으로의 이용추세에 따른 조사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2) 밝기감 반응

설문응답자의 커피전문점에 대한 밝기감 반응은 <표

5>와 같다. 앞의 커피전문점 이용특성과는 달리 밝기감

반응은 조사대상 간에 차이가 많았다. 전체적으로 ‘공간

밝기감’에 대한 응답은 ‘주간’에는 ‘약간 어둡다’가 37.5%

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어느 쪽도 아니다’가

32.5% 등으로 나타났다. ‘일몰 후’에는 ‘약간 어둡다’가

47.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약간 밝다’가

26.3% 등으로 나타났다. 즉, 공간 밝기감은 주간에 어두

운 쪽(‘어둡다’, ‘약간 어둡다’)이 40.0%, 일몰 후에는 어두

운 쪽이 50.0%로, 일몰 후가 주간보다 공간 밝기감에 대

해 어두운 쪽에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

‘작업면 밝기감’ 응답도 ‘공간 밝기감’ 응답과 응답경향

이 유사하였으며, ‘주간’에는 ‘약간 어둡다’가 52.5%로 가

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어느 쪽도 아니다’가 30.0% 등

으로 나타났다. ‘일몰 후’에는 ‘약간 어둡다’가 62.2%로 가

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어느 쪽도 아니다’가 18.9% 등

으로 나타났다. 즉, 작업면 밝기감도 주간에는 어두운 쪽

이 55.0%, 일몰 후에는 어두운 쪽이 73.0%로, 일몰 후에

주간보다 어두운 쪽에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

조사대상 간에 밝기감 반응의 차이가 있었는데, 주간의

공간 밝기감에 대하여 대상A(40.0%), 대상C(60.0%), 대상

D(60.0%)는 어두운 쪽에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대상B는

밝은 쪽(‘밝다’, ‘약간 밝다’)(70.0%)에 응답한 비율이 높았

다. 일몰 후의 공간 밝기감에 대해서도 대상A(70.0%), 대

상C(50.0%), 대상D(60.0%)는 어두운 쪽에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대상B는 밝은 쪽(62.5%)에 응답한 비율이 높았

다. 주간의 작업면 밝기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대상

A(80.0%), 대상C(60.0%), 대상D(50.0%)는 어두운 쪽에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대상B는 밝은 쪽(60.0%)에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일몰 후의 작업면 밝기감에 대해서는 대

상A(100.0%), 대상B(50.0%), 대상C(60.0%), 대상D(80.0%)

모두 어두운 쪽에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즉, 대상B를 제

외한 조사대상 3곳에서는 공간 밝기감과 작업면 밝기감

모두에서 어두운 쪽에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대상B의 경

우는 조사대상 커피전문점 4곳 중 유일하게 주간과 일몰

후의 공간 밝기감, 주간의 작업면 밝기감에 대해 밝은 쪽

에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나, 일몰 후의 작업면 밝기감의

경우에는 어두운 쪽에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3.2 현장측정결과 및 해석

1) 측정대상의 특성

측정대상의 특성 및 조명실태는 <표 6>과 같고, 측정

대상의 모습은 <표 7>과 같다. 측정대상의 천정도 및 조

도측정점은 <표 8>과 같고, 현장측정결과 및 관련요인

요약은 <표 9>와 같다.

측정대상 A는 북서향으로 정사각형에 근접한 장방형

형태였고, 직접조명과 간접조명을 병용하고 있었으며, 조

명기구의 개수는 32개였고, 일조조절장치로 차양을 사용

하고 있었다. 대상B는 동향과 남향의 채광창 2면을 가지

고 있었고, 가로로 긴 공간형태였으며, 조명기구는 국부

조명만을 사용하고 있었다. 조명기구의 개수는 51개였으

며 일조조절장치로 차양을 사용하고 있었다. 대상C는 남

향의 채광창으로부터 세로로 긴 공간형태였고, 조명기구

는 국부조명만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조명기구의 개수는

19개였고, 채광창의 외부는 발코니 형태로 처마역할의 구

조물이 있었다. 대상D는 창은 있으나 외부간판에 의하여

일조유입이 완전히 차단되고 있었고, 국부조명과 전반조

명을 병용하고 있었으며, 조명기구의 개수는 37개였다.

2) 주간의 조도측정결과

① 전반조도

주간의 주광과 인공조명 병용시의 전반조도는 창은 있

으나 일조유입이 불가능한 대상D를 제외한 3곳에서 측정

하였는데, 대상A는 20～450(평균 85)lux, 대상B는 100～

390(평균 229)lux, 대상C는 20～790(평균 143)lux였다. 전

반조도 평균이 가장 높은 측정대상은 대상B로 유일하게

평가기준에 포함되었으며, 다음으로는 대상C, 대상A의 순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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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커피전문점 이용특성

빈도, ( ) : %, : 최대빈도

구분 조사대상A 조사대상B 조사대상C 조사대상D 계

이용목적

휴식 3(15.0) 2(11.1) 4(20.0) 3(15.0) 12(15.4)

대화 5(25.0) 5(27.8) 8(40.0) 8(40.0) 26(33.3)

음료나 술 1(5.0) 1(5.6) 0(0.0) 0(0.0) 2(2.6)

학습

(스터디 및 독서)
11(55.0) 10(55.6) 8(40.0) 9(45.0) 38(48.7)

계 20(100.0) 18(100.0) 20(100.0) 20(100.0) 78(100.0)

이용빈도

처음이다 4(20.0) 1(5.6) 5(25.0) 2(10.0) 12(15.4)

가끔 온다

(한 달에 1～2회)
7(35.0) 10(55.6) 9(45.0) 10(50.0) 36(46.2)

자주 온다

(일주일에 1회 이상)
9(45.0) 7(38.9) 6(30.0) 8(40.0) 30(38.5)

계 20(100.0) 18(100.0) 20(100.0) 20(100.0) 78(100.0)

이용시간

1시간 이하 4(20.0) 3(16.7) 2(10.0) 1(5.0) 10(12.8)

1～2시간 7(35.0) 6(33.3) 11(55.0) 10(50.0) 34(43.6)

3～4시간 8(40.0) 6(33.3) 5(25.0) 9(45.0) 28(35.9)

4시간 이상 1(5.0) 3(16.7) 2(10.0) 0(0.0) 6(7.7)

계 20(100.0) 18(100.0) 20(100.0) 20(100.0) 78(100.0)

학습․독서를

목적으로

커피전문점에

방문한 이유

감성적 분위기가 좋아서 1(10.0) 2(20.0) 2(25.0) 1(10.0) 6(15.8)

음료 및 간식을 즐기기

위해
2(20.0) 2(20.0) 0(0.0) 2(20.0) 6(15.8)

모임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4(40.0) 2(20.0) 0(0.0) 2(20.0) 8(21.1)

자유로운 대화와 활동이

가능해서
3(30.0) 4(40.0) 6(75.0) 5(50.0) 18(47.4)

계 10(100.0) 10(100.0) 8(100.0) 10(100.0) 38(100.0)

무응답 제외

표 5. 밝기감 반응

빈도, ( ) : %, : 최대빈도

구분 조사대상A 조사대상B 조사대상C 조사대상D 계

공간

밝기감

주간

어둡다 1(10.0) 0(0.0) 0(0.0) 0(0.0) 1(2.5)

약간 어둡다 3(30.0) 0(0.0) 6(60.0) 6(60.0) 15(37.5)

어느 쪽도 아니다 4(40.0) 3(30.0) 4(40.0) 2(20.0) 13(32.5)

약간 밝다 2(20.0) 6(60.0) 0(0.0) 2(20.0) 10(25.0)

밝다 0(0.0) 1(10.0) 0(0.0) 0(0.0) 1(2.5)

계 10(100.0) 10(100.0) 10(100.0) 10(100.0) 40(100.0)

일몰 후

어둡다 1(10.0) 0(0.0) 0(0.0) 0(0.0) 1(2.6)

약간 어둡다 6(60.0) 1(12.5) 5(50.0) 6(60.0) 18(47.4)

어느 쪽도 아니다 3(30.0) 2(25.0) 2(20.0) 1(10.0) 8(21.1)

약간 밝다 0(0.0) 4(50.0) 3(30.0) 3(30.0) 10(26.3)

밝다 0(0.0) 1(12.5) 0(0.0) 0(0.0) 1(2.6)

계 10(100.0) 8(100.0) 10(100.0) 10(100.0) 38(100.0)

작업면

밝기감

주간

어둡다 1(10.0) 0(0.0) 0(0.0) 0(0.0) 1(2.5)

약간 어둡다 7(70.0) 3(30.0) 6(60.0) 5(50.0) 21(52.5)

어느 쪽도 아니다 2(20.0) 1(10.0) 4(40.0) 5(50.0) 12(30.0)

약간 밝다 0(0.0) 6(60.0) 0(0.0) 0(0.0) 6(15.0)

밝다 0(0.0) 0(0.0) 0(0.0) 0(0.0) 0(0.0)

계 10(100.0) 10(100.0) 10(100.0) 10(100.0) 40(100.0)

일몰 후

어둡다 3(33.3) 1(12.5) 0(0.0) 0(0.0) 4(10.8)

약간 어둡다 6(66.7) 3(37.5) 6(60.0) 8(80.0) 23(62.2)

어느 쪽도 아니다 0(0.0) 2(25.0) 3(30.0) 2(20.0) 7(18.9)

약간 밝다 0(0.0) 1(12.5) 1(10.0) 0(0.0) 2(5.4)

밝다 0(0.0) 1(12.5) 0(0.0) 0(0.0) 1(2.7)

계 9(100.0) 8(100.0) 10(100.0) 10(100.0) 37(100.0)

무응답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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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측정대상의 모습

외부 및 내부모습 조명기구의 모습

측

정

대

상

A

측

정

대

상

B

측

정

대

상

C

측

정

대

상

D

표 6. 측정대상의 특성 및 조명실태

조사내용 측정대상A 측정대상B 측정대상C 측정대상D

건

축

적

요

인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방위 북서향 동향, 남향 남향 동향

면적 105.00㎡ 93.75㎡ 94.53㎡ 347.75㎡

층수 1층 1층 1층 3층

마감재

벽
몰탈 위 흰색페인트,

석재타일, 벽지 마감

석고보드 위 흰색페인트

마감, 우드판넬
붉은 벽돌

붉은 벽돌, 몰탈 위

흰색페인트 마감

천장
몰탈 위

흰색페인트 마감

석고보드 위 흰색페인트

마감

석고보드 위

노란페인트 마감

석고보드 위

흰색페인트 마감

바닥
몰탈 위 우드플로어링

마감
몰탈 위 타일 마감

몰탈 위

회색페인트 마감

몰탈 위 우드

플로어링, 타일 마감

일

조

관

련

요

인

창의 형태 전면창 전면창 전면창 측창

채광창과

공간형태

정사각형에 근접한

장방형 형태

채광창 2면,

가로로 긴 공간형태

채광창으로부터 세로로 긴

공간형태

창은 있으나

일조 유입 불가능

일조조절장치 차양 차양
채광창 외부가 발코니

형태 - 처마 역할
없음

일조조건
창으로

일조 유입 잘됨

창으로

일조 유입 잘됨

창으로

일조 유입 잘됨

외부간판에 의하여

일조 유입 차단

조

명

실

태

조

명

방

식

기구배치 전반조명, 국부조명 국부조명 국부조명 국부조명, 전반조명

배광형태 직접조명, 간접조명 직접조명 직접조명 직접조명, 반직접조명

건축화

조명

다운라이트, 코브라이트,

광천장
다운라이트 없음 다운라이트

조명기구 종류 매입등, 펜던트 매입등, 펜던트 펜던트, 노출형 전구 펜던트, 매입등

조명기구 개수 32개 51개 19개 37개

광원의 종류 형광램프

관리상태 모든 조명기구가 양호한 상태로 점등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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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측정대상의 천정도 및 조도측정점

측

정

대

상

A

채광창

측

정

대

상

B

채광창 채광창

채
광
창

측

정

대

상

C

채광창 채광창

측

정

대

상

D

내
부
Ｉ
창,

외
부
Ｉ
간
판

② 작업면조도

주간의 작업면조도 또한 전반조도와 마찬가지로 대상

D를 제외한 3곳에서 측정하였는데, 대상A는 30～360(평

균 111)lux, 대상B는 100～800(평균 333)lux, 대상C는 2

0～790(평균 143)lux였다. 작업면조도 평균이 가장 높은

측정대상은 대상B로 유일하게 평가기준에 포함되었고, 다

음으로는 대상C, 대상A의 순으로, 주간의 전반조도 평균

과 순서가 일치하였다.

③ 균제도

주간 전반조도의 균제도는, 대상A는 1/22.5, 대상B는

1/3.9, 대상C는 1/39.5로 대상B, 대상A, 대상C의 순서였으

며, 대상B가 유일하게 기준을 만족하였다.

주간 작업면조도의 균제도는, 대상A는 1/12, 대상B는

1/8, 대상C는 1/39.5였다. 균제도는 대상B, 대상A, 대상C

의 순서였는데, 모든 측정대상의 균제도가 평가기준에 비

해 균일하지 않았다.

④ 조도레벨의 영향요인

주간의 전반조도 평균과 작업면조도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난 대상B는 동향과 남향의 채광창 2면으로 일조조건

이 좋았고, 조명기구의 개수가 51개로 가장 많았으며 모

두 직접조명이었다. 그 다음으로 조도가 높았던 대상C는

남향의 채광창으로부터 세로로 긴 공간형태였고, 조명기

구는 직접조명이지만 모두 국부조명이었으며, 조명기구의

개수는 19개였다. 대상A는 평균조도가 가장 낮았는데 북

서향의 채광창이 있었고, 직접조명과 간접조명을 병용하

고 있었으며, 조명기구의 개수는 32개였다. 즉, 대상C와

A는 일조조건이나 조명기구의 개수가 대상B보다 좋지

않았다. 그런데, 일몰 후 전반조도는 대상C와 A가 유사했

는데, 주간의 전반조도는 대상C가 A보다 훨씬 높고 불균

일했다. 또한 일조유입이 불가능한 대상D의 일몰 후 전

반조도는 10～240(평균 59)lux로 측정대상 4곳 중 가장

낮았다. 따라서 주간의 조도레벨은 인공조명 실태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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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현장측정결과 및 관련요인 요약

: 평가기준 부적합

항목

측정
대상

주간 일몰 후 일조관련요인 조명실태

전반조도 작업면조도 전반조도 작업면조도

방

위

일조

조절

장치

일조

조건

채광창과

공간형태

조명방식 조명기구

조도 평가기준(lux) 조도 평가기준(lux)
기구

배치

배광

형태
건축화조명 종류

개

수
150-200-300 300-400-600 150-200-300 300-400-600

균제도 기준 : 1/7이상 균제도 기준 : 1/3이상

A

최소 20 30 10 10
북

서

향

차양

창으로

일조

유입

잘됨

정사각형

근접한

장방형 형태

전반

조명,

국부

조명

직접

조명,

간접

조명

다운라이트,

코브라이트,

광천장

매입등,

펜던트
32

평균 85 111 34 47

최대 450 360 110 110

균제도 1/22.5 1/12 1/11 1/11

B

최소 100 100 80 90 동

향,

남

향

차양

창으로

일조

유입

잘됨

채광창 2면,

가로로 긴

공간형태

국부

조명

직접

조명
다운라이트

매입등,

펜던트
51

평균 229 333 132 185

최대 390 800 250 310

균제도 1/3.9 1/8 1/3.1 1/3.4

C

최소 20 20 10 20

남

향

채광창

외부가

발코니

형태-처

마 역할

창으로

일조

유입

잘됨

채광창으로

부터 세로로

긴 공간형태

국부

조명

직접

조명
없음

펜던트,

노출형

전구

19
평균 143 143 31 43

최대 790 790 70 130

균제도 1/39.5 1/39.5 1/7 1/6.5

D

최소

일조유입 불가능으로

일몰 후만 측정

10 10

동

향
없음

외부

간판에

의하여

일조유

입차단

창은 있으나

일조유입

불가능

국부

조명,

전반

조명

직접

조명,

반직

접조

명

다운라이트
펜던트,

매입등
37

평균 59 58

최대 240 140

균제도 1/24 1/14

이 있지만, 채광창을 통한 일조의 유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⑤ 균제도의 영향요인

주간의 전반/작업면 조도분포가 균일한 순서(B-A-C)

는 조도레벨의 순서(B-C-A)와 불일치하여, 균제도의 영

향요인은 조도레벨의 영향요인과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

로 생각된다. 조도분포가 가장 균일한 대상B는 채광창이

두면이었고 A는 북서향, C는 남향이므로 채광창과 공간

이 어떤 형태로 면하고 있는가와 일조의 양이 적은 북향

이 오히려 양호한 균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3) 일몰 후의 조도측정결과

① 전반조도

일몰 후 전반조도 측정결과, 측정대상 A는 10～110(평

균 34)lux, 대상B는 80～250(평균 132)lux, 대상C는 10～

70(평균 31)lux, 대상D는 10～240(평균 59)lux였다. 이 중

대상B의 전반조도 평균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대상

D, 대상A, 대상C의 순이었으며, 모두 평가기준에 못 미쳤

다. 일몰 후의 전반조도 평균의 순서(B-D-A-C)를 주간

의 전반조도 평균의 순서(B-C-A)와 비교해 보면, 주간과

일몰 후 전반조도 평균이 가장 높은 대상B를 제외하고는

순서가 불일치하였다. 또한 측정대상 4곳의 일몰 후 전반

조도 평균(31～132lux)은 대상D를 제외한 3곳의 주간 전

반조도 평균(85～229lux)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② 작업면조도

일몰 후 작업면조도 측정결과, 대상A는 10～110(평균

47)lux, 대상B는 90～310(평균 185)lux, 대상C는 20～130

(평균 43)lux, 대상D는 10～140(평균 58)lux였다. 작업면

조도 평균이 가장 높은 측정대상은 대상B로, 최대값만이

평가기준에 포함되었고, 다음으로는 대상D, 대상A, 대상C

의 순으로, 일몰 후 전반조도 평균의 순서와 일치하였고,

주간 작업면조도 평균의 순서(B-C-A)와는 대상B를 제외

하고는 불일치하였다.

③ 균제도

일몰 후 전반조도의 균제도는, 대상A는 1/11, 대상B는

1/3.1, 대상C는 1/7, 대상D는 1/24로 대상B, 대상C, 대상

A, 대상D의 순서로서 모든 측정대상의 균제도가 평가기

준에 비해 균일하지 않았다. 또한 주간 전반조도의 최대

값(390～790lux)은 모두 창가 쪽의 측정점으로 평가기준

의 최대허용기준을 초과한 반면, 일몰 후의 전반조도 최

대값(70～250lux)은 2개 대상(A, C)은 평가기준의 최저허

용기준에 미치지 못하였고, 2개 대상(B, D)은 평가기준에

포함되는 실정이었다.

일몰 후 작업면조도의 균제도는, 대상A는 1/11, 대상B

는 1/3.4, 대상C는 1/6.5, 대상D는 1/14였다. 즉, 대상B,

대상C, 대상A, 대상D의 순서였고, 모든 측정대상의 균제

도가 평가기준에 비해 균일하지 않았으며, 주간 작업면조

도 균제도의 순서(B-C-A-D)와도 일치하지 않았다.

④ 조도레벨의 영향요인

일몰 후 전반조도 평균과 작업면조도 평균이 가장 높

게 나타난 대상B는 조명기구의 개수가 51개로 가장 많았

고, 모두 직접조명이었다. 다음으로 대상D의 조도평균이

높았는데, 조명기구의 개수가 37개로 두 번째로 많았다.

세 번째는 대상A로 조명기구의 개수가 32개였다. 대상C

는 조도평균이 가장 낮았는데, 직접조명이지만 국부조명

만 사용되었고, 조명기구의 개수가 19개로 가장 적었다.

따라서 일몰 후의 조도레벨은 조명기구의 개수와 조명방

식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⑤ 균제도의 영향요인

일몰 후 전반/작업면 조도분포가 균일한 순서(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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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는 조도레벨의 순서(B-D-A-C)와 불일치하여, 균제

도의 영향요인은 조도레벨 자체의 영향요인과 다소 차이

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조명기구의 개수와 조명방식

보다는 조명기구의 배치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된다.

4) 조도측정결과와 밝기감 반응 비교

① 주간

주간의 전반조도 측정결과와 주간의 공간 밝기감을 비

교해 보면, 주간의 전반조도 평균은 대상B(평균 229lux),

대상C(평균 143lux), 대상A(평균 85lux)의 순이었고, 일조

유입이 불가능한 대상D의 일몰 후 전반조도 평균은 59lux

로 가장 낮았다. 주간의 공간 밝기감 반응은 대상B(밝은

쪽 70.0%), 대상A(어두운 쪽 40.0%, 어느 쪽도 아니다

40.0%), 대상C와 대상D(어두운 쪽 60.0%)의 순이었다.

주간의 작업면조도 측정결과와 주간의 작업면 밝기감

을 비교해 보면, 주간의 작업면조도 평균은 대상B(평균

333lux), 대상C(평균 143lux), 대상A(평균 111lux)의 순이

었고, 대상D의 일몰 후 작업면조도 평균은 58lux로 가장

낮았다. 주간의 작업면 밝기감 반응은 대상B(밝은 쪽 60.0%),

대상D(어두운 쪽 50.0%, 어느 쪽도 아니다 50.0%), 대상

C(어두운 쪽 60.0%), 대상A(어두운 쪽 80.0%)의 순이었다.

즉, 주간의 전반/작업면조도 평균이 가장 높은 대상B

는 주간의 공간/작업면 밝기감 반응에서도 밝은 쪽에 응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대상B를 제외한 나머지에서

는 전반/작업면조도 평균과 공간/작업면 밝기감의 순서가

일치하지 않았으며, 공간밝기감과 작업면 밝기감 순서도

불일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일몰 후

일몰 후의 전반조도 측정결과와 일몰 후의 공간 밝기

감을 비교해 보면, 일몰 후의 전반조도 평균은 대상B(평

균 132lux), 대상D(평균 59lux), 대상A(평균 34lux), 대상

C(평균 31lux)의 순이었고, 일몰 후의 공간 밝기감 반응은

대상B(밝은 쪽 62.5%), 대상C(어두운 쪽 50.0%), 대상D

(어두운 쪽 60.0%), 대상A(어두운 쪽 70.0%)의 순이었다.

일몰 후의 작업면조도의 경우는 조도평균은 대상B(평

균 185lux), 대상D(평균 58lux), 대상A(평균 47lux), 대상

C(평균 43lux)의 순이었고, 일몰 후의 작업면 밝기감 반

응은 대상B(어두운 쪽 50.0%), 대상C(어두운 쪽 60.0%),

대상D(어두운 쪽 80.0%), 대상A(어두운 쪽 100.0%)의 순

이었다.

즉, 일몰 후의 전반/작업면조도 평균이 가장 높은 대상

B는 일몰 후의 공간/작업면 밝기감 반응에서도 밝은 쪽

에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대상B를 제외한 나머지

에서는 전반/작업면조도 평균과 공간/작업면 밝기감 반응

의 순서가 일치하지 않았으나 공간밝기감과 작업면 밝기

감의 순서는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전반/작업면조도 평균이 가장 높고, 공간/작업

면 밝기감 반응이 밝은 쪽에 응답비율이 가장 높은 대상B

를 제외하고는 조도측정결과와 커피전문점 이용자들의 밝

기감 반응이 불일치하여, 커피전문점 이용자들의 밝기감 반

응이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용자의 감

각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물리량을 고려한 계획이 필요하다.

5) 측정결과와 KS조도기준의 주택공부방과의 비교

커피전문점에서 독서나 학습 등의 행위가 발생하고 있

는 추세에 따라서 테이블의 작업면조도를 KS조도기준의

주택 공부방의 공부, 독서(600-1000-1500lux)기준과 비교

해 보았다. 대상B의 주간의 작업면조도 최대값(800lux),

대상C의 주간의 전반조도와 작업면조도 최대값(790lux)만

이 기준의 조도범위에 포함되었으며, 그 외 조도측정값은

모두 최저허용기준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즉, 주택

공부방의 공부, 독서기준에 의한 조도평가 결과, 측정대

상 커피전문점 4곳 모두 독서나 학습 등의 행위가 이루

어지기에는 조도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3.3. 조사결과 및 문제점 요약과 개선안 제안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조사대상별 조도실태와 문제점을

요약하고 이에 따른 개선안을 제안하면 <표 10>과 같다.

조사대상 A의 경우, 주간의 조도실태는 전반조도 부

족, 전반조도 최대값 기준 초과, 작업면조도 부족, 균제도

불균일이 문제점으로 나타났으며, 그 원인은 북서향의 채

광창으로 일조량 부족, 내부 일조조절장치의 미설치로 분

석되었다. 일몰 후의 조도실태는 전반조도 부족, 작업면

조도 부족, 균제도 불균일이 문제점으로 나타났으며, 그

원인은 조명기구의 수 부족, 조명기구의 불균일 배치, 간

접조명의 사용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른 단기개선안은

내부 일조조절장치를 설치하고, 조명기구의 수를 보충하

되 균일하게 배치할 것을 제안하였고, 향후 계획시에는

간접조명방식을 직접조명방식으로 전환하되 눈부심 방지

를 위한 커버 부착형을 선택하고, 남향의 채광창, 두면의

채광창, 광덕트 등을 계획하여 일조조건을 개선할 것을

제안하였다.

조사대상 B, C, D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표 10>에

요약하고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조사대상 커피전문점의

조명환경의 공통적인 문제점은, 주광조도 부족 및 불균일

(채광창으로부터 일조량 부족, 내부 일조조절장치 미설치,

내부까지 일조유입이 안 되는 공간형태)과 인공조도 부족

및 불균일(조명기구의 수 또는 밝기 부족, 간접조명 사용,

다운라이트와 같은 직접조명이지만 국부조명 사용, 조명

기구의 불균일 배치)로 요약되었다. 따라서, 친사용자 관

점에서 학습공간으로 이용되는 커피전문점의 주간과 일

몰 후의 조도 및 균제도 개선을 위한 단기 개선안과 향

후 고려할 점을 제안하였으며, 주광 이용과 직접조명 사

용으로 에너지절약적인 제안을 고려하였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주변 커피전문점의 이용실태와 이용자

의 밝기감 반응, 조명 및 조도실태를 파악하고, 학습공간

으로서 커피전문점의 조명환경 측면에서의 문제점과 개

선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

학 주변의 조사협조가 가능한 4개 커피전문점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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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조사결과 및 문제점 요약에 따른 개선안 제안

대상 조도실태 원인 개선안

A

주간

․전반조도는 20～450(평균 85)lux로 평균은 평가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최대값은 평가기준의 최대허용기준을 초과함

․작업면조도는 30～360(평균 111)lux로 최대값만 평가기준에 포함됨
․균제도는 전반조도 1/22.5, 작업면조도 1/12로 균일하지 않음

→ 전반조도 부족, 전반조도 최대값 기준 초과, 작업면조도 부족, 균제

도 불균일

․북서향의 채광창으

로 일조량 부족

․내부 일조조절장치

미설치

<단기개선안>

․내부 일조조절장치

설치

․조명기구의 수 보충

(균일하게 배치)

<향후 계획시>

․조명방식의 전환 :

간접 조명방식을 직

접 조명방식으로 전

환(눈부심 방지를

위한 커버부착형 선

택)

․일조조건 개선 : 남

향의 채광창, 두면의

채광창, 광덕트 등

계획

주간

밝기감

․공 간 : 어두운 쪽(40.0%)

․작업면 : 어두운 쪽(80.0%)

일몰후

․전반조도는 10～110(평균 34)lux로 최대값도 평가기준의 최저허용
기준에 미치지 못함

․작업면조도는 10～110lux(평균 47lux)로 최대값도 평가기준에 미치지 못함
․균제도는 전반조도 1/11, 작업면조도 1/11로 균일하지 않음

→ 전반조도 부족, 작업면조도 부족, 균제도 불균일

․조명기구의 수 부족

․조명기구의 불균일

배치

․간접조명 사용
일몰후

밝기감

․공 간 : 어두운 쪽(70.0%)

․작업면 : 어두운 쪽(100%)

B

주간

․전반조도는 100～390(평균 229)lux로 평균은 평가기준에 포함되었고,

최대값은 최대허용기준을 초과함

․작업면조도는 100～800(평균 333)lux로 평균은 평가기준에 포함되었

고, 최대값은 최대허용기준을 초과함

․균제도는 전반 1/3.9, 작업면조도 1/8로 전반조도의 균제도만 균일함

→ 전반조도 최대값 기준 초과, 작업면조도 최대값 기준 초과, 작업면조

도의 균제도 불균일

․동향과 남향의 2면

의 채광창으로부터

일조량은 많으나

내부까지 유입은

안 됨

․내부 일조조절장치

미설치

<단기개선안>

․내부 일조조절장치

설치

․조명기구의 종류 교

체(균일하게 배치)

<향후 계획시>

․광원의 크기가 작은

국부조명보다는 전반

조명으로 계획

주간

밝기감

․공 간 : 밝은 쪽(70.0%)

․작업면 : 밝은 쪽(60.0%)

일몰후

․전반조도는 80～250(평균 132)lux로 최대값도 평가기준의 최저허용
기준에 미치지 못함

․작업면조도는 90～310(평균 185)lux로 최대값만 평가기준에 포함됨
․균제도는 전반조도 1/3.1, 작업면조도 1/3.4로 균일하지 않음

→ 전반조도 부족, 작업면조도 부족, 균제도 불균일

․조명기구의 밝기

부족 ( 조명기구의

수가 51개로 조사

대상 중 가장 많으

나, 다운라이트 형

태로 밝기 부족)

․직접조명이지만 국

부조명만을 사용

․조명기구의 불균일

배치

일몰후

밝기감

․공 간 : 밝은 쪽(62.5%)

․작업면 : 어두운 쪽(50.0%)

C

주간

․전반조도는 20～790(평균 143)lux로 평균은 평가기준의 최저허용
기준에 미치지 못하였고, 최대값은 최대허용기준을 초과함

․작업면조도는 20～790(평균 143)lux로 평균은 평가기준의 최저허용기

준에 미치지 못하였고, 최대값은 최대허용기준을 초과함

․균제도는 전반, 작업면조도 모두 1/39.5로 균일하지 않음

→ 전반조도 부족, 전반조도 최대값 기준 초과, 작업면조도 부족, 작업

면조도 최대값 기준 초과, 균제도 불균일

․남향의 채광창으로

일조유입량은 많으

나, 세로로 긴 공간

형태로 공간 안쪽

은 일조 유입 안됨

․처마는 있으나 내

부일조조절장치는

없음

<단기개선안>

․내부 일조조절장치

설치

․조명기구의 수 보충

(커버부착형 전반조

명으로 균일하게 배

치)

<향후 계획시>

․일조조건 개선 : 채

광창으로부터 내부가

긴 형태는 지양

․광원의 크기가 작은

국부조명보다는 전반

조명으로 계획

주간

밝기감

․공 간 : 어두운 쪽(60%)

․작업면 : 어두운 쪽(60%)

일몰후

․전반조도는 10～70(평균 31)lux로 최대값도 평가기준의 최저허용
기준에 미치지 못함

․작업면조도는 20～130(평균 43)lux로 최대값도 평가기준의 최저허용
기준에 미치지 못함

․균제도는 전반조도 1/7, 작업면조도 1/6.5로 균일하지 않음

→ 전반조도 부족, 작업면조도 부족, 균제도 불균일

․조명기구의 수 부족

․직접조명이지만 국

부조명만을 사용

․조명기구의 불균일

배치
일몰후

밝기감

․공 간 : 어두운 쪽(50%)

․작업면 : 어두운 쪽(60%)

D

주간
․창은 있으나 외부 간판에 가려져서 일조유입이 완전히 차단되고 있었

기 때문에, 일몰 후에만 측정
․일조 불가능

<단기개선안>

․조명기구의 종류 교

체(균일하게 배치)

<향후 계획시>

․일조조건 개선 : 주

간에 일조유입이 가

능한 채광창 계획

일몰후

․전반조도는 10～240(평균 59)lux로 평균은 평가기준의 최저허용기준
에 미치지 못하였고, 최대값은 평가기준에 포함되었음

․작업면조도는 10～140(평균 58)lux로 최대값도 평가기준의 최저허용
기준에 미치지 못함

․균제도는 전반조도 1/24, 작업면조도 1/14로 균일하지 않음

→ 전반조도 부족, 작업면조도 부족, 균제도 불균일

․조명기구의 밝기

부족

․조명기구의 불균일

배치

일몰후

밝기감

․공 간 : 어두운 쪽(60.0%)

․작업면 : 어두운 쪽(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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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일조조건 및 조명실태를 관찰하고, 전반조도와 작업면

조도를 측정하였다. 또한 현장측정대상의 이용자 각 20명

씩을 대상으로 커피전문점의 이용특성(목적, 횟수, 시간)

과 밝기감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

면 다음과 같다.

1) 설문조사 결과, 조사대상 커피전문점의 이용자는 학

습(스터디 및 독서)을 위해 한 달에 1～2회 이상, 1시간

씩 커피전문점을 이용하고 있었다. 주간과 일몰 후의 공

간 밝기감과 작업면 밝기감은 조사대상 3곳에서 어두운

쪽에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1곳에서는 어두운 쪽에 응답

한 일몰 후 작업면 밝기감을 제외한 모든 밝기감 반응에

서 밝은 쪽에 응답비율이 높았다.

2) 주간의 조도측정결과, 전반/작업면조도 평균은 측정

대상 한 곳만 평가기준에 포함되었고, 이 곳은 동향과 남

향의 채광창 2면으로 일조조건이 좋았다. 따라서 주간의

조도레벨은 채광창을 통한 일조의 유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간의 균제도 분석결과, 전반조

도의 균제도는 측정대상 한 곳만 유일하게 기준을 만족

하였고, 작업면조도의 균제도는, 모든 측정대상이 평가기

준에 비해 균일하지 않았으며, 주간의 균제도는 채광창과

공간이 어떤 형태로 면해있느냐와 일조의 양이 적은 북

향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일몰 후의 조도측정결과, 전반/작업면조도 평균은

모든 측정대상이 평가기준에 못 미쳤고, 전반/작업면조도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난 대상은 조명기구의 개수가 51

개로 가장 많았고, 모두 직접조명이었다. 따라서 일몰 후

의 조도레벨은 조명기구의 개수와 조명방식과 밀접한 관

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몰 후의 균제도 분석결과,

모든 측정대상의 전반/작업면의 균제도가 평가기준에 비

해 균일하지 않게 나타났으며, 일몰 후의 균제도는 조명

기구의 개수와 조명방식보다는 조명기구의 배치가 영향

요인으로 판단된다.

4) 조도측정결과와 밝기감 반응을 비교해보면, 전반/작

업면조도 평균이 가장 높고, 공간/작업면 밝기감 반응이

밝은 쪽에 응답비율이 높은 조사대상 한 곳을 제외하고

는 조도측정결과와 이용자들의 밝기감 반응이 불일치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커피전문점 이용자들의 밝기감 반응

이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이용자의 감각에 의

존하는 것보다는 물리량을 고려한 조명계획이 필요하다.

5) 커피전문점 테이블의 작업면조도를 KS조도기준의

주택 공부방의 공부, 독서기준에 의하여 평가해 본 결과,

4곳 모두 독서나 학습 등의 행위가 이루어지기에는 조도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6) 조사대상 조명환경의 공통적인 문제점은, 주광조도

부족 및 불균일(채광창으로부터 일조량 부족, 내부 일조

조절장치 미설치, 내부까지 일조유입이 안 되는 공간형

태)과 인공조도 부족 및 불균일(조명기구의 수 또는 밝기

부족, 간접조명 사용, 다운라이트와 같은 직접조명이지만

국부조명 사용, 조명기구의 불균일 배치)로 요약되었다.

이상의 결과에 따라 학습공간으로 이용되는 커피전문

점의 조명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 주광 이용과 직접조명

사용으로 에너지절약적인 측면과 친사용자 측면을 고려

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단기개선안으로서, 조명기구의 수가 부족하고, 불균

일하게 배치되어 있는 커피전문점은 조명기구의 수를 보

충하되 균일하게 배치해야 하고, 눈부심 방지를 위하여

커버부착형 전반조명으로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2) 조명기구의 수는 많으나 조명기구의 밝기가 부족한

커피전문점은 조명기구의 종류를 교체하되 균일하게 배

치할 것을 제안한다.

3) 내부 일조조절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커피전문

점은 주간에 채광창 부근에 일조가 과도하게 유입되므로,

내부에 일조조절장치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4) 향후 개선안으로서, 일조가 불가능하거나 일조량이

부족한 커피전문점은, 일조조건의 개선을 위하여 주간에

일조유입이 가능한 채광창을 계획하되 남향의 채광창, 두

면의 채광창, 일조가 실내까지 유입될 수 있는 평면형태,

광덕트 등을 계획할 것을 제안한다.

5) 간접조명을 사용하고 있는 커피전문점은, 조명방식

을 직접조명방식으로 전환하고, 눈부심 방지를 위해 커버

부착형을 선택할 것을 제안한다.

6) 국부조명만을 사용하고 있는 커피전문점은, 광원의

크기가 작은 국부조명보다는 사이즈가 큰 조명기구 또는

전반조명으로 조명계획을 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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