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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아트리움은 많은 건축물에서 외부공간과 같은 실내공간

으로 재실자의 시각적 즐거움에 더하여 건물의 어메너티

(amenity)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아트리움의 

자연채광은 사계절의 변화 및 하루의 시각변화에 따라 다

양하고 풍부한 자연광을 실내로 직접 유입하여 개방적이고 

역동적인 채광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넓은 개구부를 지닌 아트리움의 채광환경은 일반적인 측

창채광이나 인공조명으로 조명되는 실내공간과 매우 다른 

측성을 지닌다. 특히, 계절 및 시각에 따른 태양위치 및 태

양광의 강도변화 그리고 채광유리의 특성 등은 아트리움 

실내의 채광분위기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본 연구는 부착형 아트리움으로 구성된 K도청사 아트리

움을 대상으로 채광유리의 색 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실

내 채광특성을 설문조사를 통하여 평가하 다. 이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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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리움의 채광분위기에 대한 기초적 평가 자료를 제시하

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아트리움의 채광분위기는 실제 아트리움 내부와 유사한 

1/50 스케일의 K도청사 아트리움 축소모형을 제작하여 계

절 및 채광유리의 변화에 따라 촬 하 다. 또한, 경희대학 

및 여주대학 건축과와 인테리어디자인과 학생을 대상으로 

SD법을 이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수집된 설문지는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고 

이때, 빈도분석 및 상관관계분석 등을 실시하 다. 분석결

과를 종합하여 채광유리 변화에 따른 아트리움 채광분위기 

특성 및 만족도를 평가하 고 채광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주요요소를 도출하 다.

2. 축소모형의 제작 및 촬

아트리움 건물의 채광분위기를 평가하기 위하여 K도청

사 아트리움을 대상으로 1/50 스케일의 축소모형을 제작하

다(그림 1). 제작된 축소모형의 크기는 가로 150cm, 세로 

110cm그리고 높이 77cm로 실제 건물과 유사하도록 내부마

감 및 가구를 배치하 다(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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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된 축소모형 내부의 반사율은 내벽 43%, 바닥 20%

로 측정되었고 채광창은 두께 2mm 투명아크릴을 이용하여 

처리하 다. 또한, 채광창의 투과율은 90%, 80%, 70% 그리

고 50%로 설정하 고 유리 색 변화를 위해 녹색과 청색 

셀로판지를 활용하 다. 

그림 1. K도청사 

아트리움의 전경 및 평면도

그림 2. 제작된 아트리움 축소모형

계절과 채광 창 특성에 따른 아트리움의 채광분위기는 

ANAM NIKON F601 카메라를 이용하 고 수동식 모드에

서 광각렌즈를 이용하여 채광분위기에 관한 슬라이드 사진

을 촬 하 다. 촬 은 청천공 상태에서 예비설문조사를 위

한 1차 촬  및 이를 보완한 본 촬 을 실시하 다.

표 1. 채광분위기 촬 조건

   카메라
촬

카메라 
앵

좌･우 
각도

상･하 
각도

셔터
속도 노출

1차 촬 50 mm 45 
o

45 
o

1/16 16

본 촬 25 mm 60 
o

60 
o

1/8 22

그림 3. 촬 된 아트리움 채광분위기 예

3. 설문지의 구성 및 평가방법

아트리움 건물의 채광분위기를 평가하기 위한 설문지는 

기존 연구결과를 분석하여 채광분위기에 관련된 형용사를 

추출하여 예비 설문지를 작성하 다. 또한, 예비 설문조사

를 실시하여 채광조건에 따라 각각 12문항으로 구성된 본 

설문지를 작성하 다.

본 설문지는 응답자의 인적사항과 채광조건(계절 및 유

리 색)에 따라 각각 아트리움 채광분위기를 묻는 12문항 

및 최적의 채광분위기에 관한 문랑으로 구성되었다. 평가척

도는 서로 반대의 의미를 갖는 형용사 쌍을 사용하는 5단

계 SD법을 사용하 다.

표 2. 설문지의 구성

내용 / 형용사

채광 만족도
계절에 따른 채광분위기

계절별 최적 유리 색

채광조건(계절, 유리 색)

에 따른 채광분위기

밝다 ----------- 어둡다

산뜻하다 ------- 우중충하다

눈부시다 ------- 눈부시지 않다

안정감 있다 ---- 불안정하다

시원하다 ------- 답답하다

단순하다 ------- 복잡하다

쾌적하다 ------- 불쾌하다

동적이다 ------- 정적이다

따뜻하다 ------- 차갑다

활기 있다 ------ 활기 없다

부드럽다 ------- 딱딱하다

아트리움 건물의 채광분위기를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는 

2003년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 동안 경희대학교(건축

공학과)와 여주대학(인테리어디자인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

(약 120여명)을 대상으로 암막장치가 되어있는 실내에서 

실시하 다. 

설문조사는 먼저 아트리움의 형태, 연구목적 및 슬라이

드 구성에 대해 설명하고 각 채광조건별로 슬라이드 사진

을 보며 작성하도록 하 다. 설문조사에 걸린 시간은 각  

30분정도이다. 또한, 신뢰도분석을 통해 수집된 설문지 중

에서 유효설문지 96건을 분석에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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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트리움 채광분위기 평가

유리 색에 따른 아트리움의 채광분위기를 평가는 계절에 

따른 유리 색의 선호도 및 채광창의 유리 색(투명, 녹색, 

청색)에 따른 채광분위기를 각각 분석되었고 각각의 채광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주요변수를 추출하 다.

4.1 계절에 따른 유리 색의 선호도

계절(하지, 춘추분, 동지)별 아트리움 채광창의 유리 색

에 관한 선호도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모든 계절에서 투명

유리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하지 49.5%, 춘

추분 48.4 %, 동지 54.3%). 

이는 외부공간과 연계된 실내 개방공간으로 아트리움의 

개방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투명유리의 밝고 시원한 느낌

을 선호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동지에 가장 높은 선호

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그림 4, 5, 4).

49.5

21.5
29

0

10

20

30

40

50

60

투명유리 녹색유리 청색유리

(%
)

그림 4. 유리 색에 따른 아트리움 채광분위기 선호도(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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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유리 색에 따른 아트리움 채광분위기 선호도(춘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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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유리 색에 따른 아트리움 채광분위기 선호도(동지)

그 외에, 하지에는 청색유리(29.0%)를 녹색유리(21.5%) 

보다 더 선호하며 춘추분에는 녹색유리(춘추분, 32.3%)의 

선호도가 청색유리(19.4%) 보다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동

지에도 녹색유리(28.4%)의 선호도가 청색유리(17.4%) 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4.2 유리 색에 따른 채광분위기

춘추분을 기준으로 유리 색에 따른 아트리움의 채광분위

기를 빈도분석 및 채광만족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 다.  

빈도분석 결과, 투명유리를 사용한 아트리움의 채광분위기

는 “밝다(평균 1.8)”라는 응답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또한, “따뜻하다(평균 2.0)”, “눈부시다(평균 2.0)”, “산뜻

하다(평균 2.2)”, 그리고 “쾌적하다(평균 2.4)”와 “활기 있다

(평균 2.4)”로 대부분 투명유리 채광창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3 참조).

표 3. 유리 색에 따른 아트리움의 채광분위기(춘추분)

1 2 3 4 5

밝다 어둡다

산뜻하다 우중충하다

눈부시다 눈부시지 않다

안정감 있다 불안정하다

시원하다 답답하다

단순하다 복잡하다

쾌적하다 불쾌하다

동적이다 정적이다

따뜻하다 차갑다

활기 있다 활기 없다

부드럽다 딱딱하다

투명유리 녹색유리 청색유리

춘추분에 녹색유리 채광창 아트리움의 채광분위기에 대

하여는 “밝다(평균 1.9)”, “산뜻하다(평균 2.0)”, “눈부시다

(평균 2.2)”, 그리고 “쾌적하다(평균 2.3)” 의 순으로 인식하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외에 채광분위기는 비교적 “따뜻하다”, “활기 있다”, 

“부드럽다”로 인식(모두 평균 2.4)되며 다른 채광분위기를 

묘사한 형용사에 대해서는 보통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표 3, 그림 9).

청색유리 아트리움의 채광분위기는 “단순(평균 2.8)”하고 

“차갑게(평균 3.9)” 인식하며 다른 형용사에 대해서는 대부

분 “보통”으로 인식하며, 다른 유리 색과 비교하여 채광분

위기가 다소 부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3, 그림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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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유리 색에 따른 채광분위기 만족도

투명유리 아트리움의 채광분위기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 

한다”로 대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51.4(%)로 가장 높게 나

타났다. 또한 “보통(29.7%)”, “매우만족(10.8%)”, “불만족

(6.8%) 그리고 “매우불만족(1.4%)”로 대부분 만족하고 있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그림 7, 8).

 

 

그림 7. 투명유리 아트리움의 채광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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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투명유리 아트리움의 채광분위기 만족도

또한, 투명유리 채광창 아트리움의 채광분위기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는 “쾌적하다”, “산뜻하다”, “활

기 있다”, “밝다”, “동적이다”, “시원하다” 그리고 ”눈부시

다”인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4).

녹색유리 아트리움의 채광분위기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 

한다”로 대답한 응답자가 4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보통(36.0%)”, “매우만족(12.0%)”, “불만족(9.3%) 그

리고 “매우불만족(2.7%)”로 투명유리에 비해 낮으나 대부

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그림 9, 10).

표 4. 채광분위기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변수(투명유리)

변수 명 채광만족도 변수 명 채광만족도

실내 밝기 0.478 (0.000) 쾌적감 0.745 (0.000)

산뜻함 0.689 (0.000) 운동감 0.467 (0.000)

눈부심 0.427 (0.000) 따스함 0.339 (0.003)

안정감 0.214 (0.067) 실내 활기 0.604 (0.000)

시원함 0.448 (0.000) 부드러움 0.467 (0.000)

단순함 0.207 (0.077)

 (  )는 유의도

 

그림 9. 녹색유리 아트리움의 채광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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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녹색유리 아트리움의 채광분위기 만족도

또한, 녹색유리 채광창 아트리움의 채광분위기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는 “쾌적하다”가 가장 높은 것

으로 분석되었고 그 외에 “산뜻하다”, “시원하다”, “부드럽

다”, “안정감 있다” 그리고 “활기 있다” 및 “밝다”의 순서

인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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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채광분위기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변수(녹색유리)

변수 명 채광만족도 변수 명 채광만족도

실내 밝기 0.342 (0.003) 쾌적감 0.599 (0.000)

산뜻함 0.589 (0.000) 운동감 0.277 (0.016)

눈부심 0.318 (0.005) 따스함 0.391 (0.001)

안정감 0.436 (0.000) 실내 활기 0.383 (0.001)

시원함 0.487 (0.000) 부드러움 0.484 (0.000)

단순함 0.171 (0.141)

 (  )는 유의도

청색유리 아트리움의 채광분위기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

이다”로 대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38.7%로 가장 높게 나타

났다. 또한 “불만족(36.0%)”, “만족(16.0%)”, “매우불만족

(5.3%) 그리고 “매우만족(4.0%)”로 춘추분에 청색유리 아

트리움의 채광분위기에 “불만족”에 대한 응답이 높은 것으

로 분석되었다(그림 11, 12).

 

그림 11. 청색유리 아트리움의 채광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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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청색유리 아트리움의 채광분위기 만족도

청색유리 채광창 아트리움의 채광분위기 만족도에 향

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는 “쾌적하다”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그 외에 “활기 있다”, “안정감 있다”, “시원하

다”, “밝다”와 “따뜻하다” 그리고 “동적이다”의 순서로 분

석되었다(표 6).

표 6. 채광분위기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변수(청색유리)

변수 명 채광만족도 변수 명 채광만족도

실내 밝기 0.472 (0.000) 쾌적감 0.657 (0.000)

산뜻함 0.110 (0.347) 운동감 0.466 (0.000)

눈부심 0.239 (0.039) 따스함 0.472 (0.000)

안정감 0.520 (0.000) 실내 활기 0.568 (0.000)

시원함 0.505 (0.000) 부드러움 0.666 (0.000)

단순함 0.194 (0.095)

 (  )는 유의도

4.4 계절별 아트리움의 채광분위기

계절(하지, 춘추분, 동지)에 따른 아트리움 채광분위기에 

대한 선호도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의 47%(45명)가 

춘추분의 채광분위기를 가장 선호하 고 강한 직사일광이 

들어오는 하지(20%)보다 동지(33%)의 아트리움 채광분위

기를 선호하는 것으로 응답하 다(그림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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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계절에 따른 아트리움 채광분위기 선호도

  

그림 14. 하지의 아트리움 채광분위기

하지의 채광분위기에 대하여는 대부분의 응답자가 밝

다(평균 2.3) 라고 응답하 고 따뜻하다(평균 2.5) 와 

단순하다(평균 2.5)  및 쾌적하다(평균 2.6) 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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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외의 질문들에 대하여는 보통

이라고 응답하 다(표 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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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하지의 아트리움 채광분위기 만족도

하지의 아트리움 채광분위기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 한

다 와 보통이다 가 각각 응답자의 41.9%로 높게 나타

났다. 그 외에 불만족(12.2%) , 매우 불만족(2.7%)  

그리고 매우만족(1.4%) 으로 일부 하지의 채광분위기에 

대해 거부감을 지닌 것으로 분석되었다(그림 15).

그림 16. 춘추분의 아트리움 채광분위기

13.3

52

22.7

10.7

1.3
0

10

20

30

40

50

60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
)

그림 17. 춘추분의 아트리움 채광분위기 만족도

춘추분의 채광분위기에 대하여는 대부분의 응답자가 

밝다(평균 1.8) 와 따뜻하다(평균 1.9)“로 응답하 고 

눈부시다(평균 2.2) , 산뜻하다(평균 2.3) , 활기 있

다(평균 2.3)  및 쾌적하다(평균 2.5) 와 동적이다(평

균 2.5) 의 순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7).

춘추분의 아트리움 채광분위기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 

한다 로 대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52.0%로 가장 높게 나타

났다. 그 외에 보통(22.7%) , 매우만족(13.3%) , 불

만족(10.7%) 그리고 매우만족(1.3%) 로 대부분 춘추분

의 채광분위기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17).

표 17. 계절에 따른 아트리움의 채광분위기

1 2 3 4 5

밝다 어둡다

산뜻하다 우중충하다

눈부시다 눈부시지 않다

안정감 있다 불안정하다

시원하다 답답하다

단순하다 복잡하다

쾌적하다 불쾌하다

동적이다 정적이다

따뜻하다 차갑다

활기 있다 활기 없다

부드럽다 딱딱하다

하지 춘추분 동지

그림 18. 동지의 아트리움 채광분위기

동지의 채광분위기에 대하여는 대부분의 응답자가 비교

적 안정감 있다(평균 2.3) 와 단순하다(평균 2.5) 고 

응답하 다. 그 외의 질문들에 대하여는 보통이라고 응답하

으나 하지와 춘추분의 채광분위기와 비교하여 부정적인 

응답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7, 그림 18 참조).

동지의 아트리움 채광분위기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

다 로 대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40.0%로 가장 높게 나타났

다. 또한 불만족(28.0%) , 만족(22.7%) , 매우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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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그리고 매우불만족(1.3%) 로 만족 과 불만

족 에 대한 응답이 비슷한 것으로 분석되었다(그림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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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동지의 아트리움 채광분위기 만족도

 .계절에 따른 아트리움 채광분위기 에 향을 미치는 

주요변수를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분석결과, 아트리

움의 채광분위기에 향을 미치는 주요변수는 계절의 온도

감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8. 계절별 채광분위기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변수

변수 명

채광분위기 만족도

계절

하지 춘추분 동지

실내 밝기
0.537
(0.000)

0.537
(0.000)

0.537
(0.000)

산뜻함
0.401
(0.000)

0.401
(0.000)

0.401
(0.000)

눈부심
0.227
(0.052)

0.227
(0.052)

0.227
(0.052)

안정감
0.203
(0.083)

0.203
(0.083)

0.203
(0.083)

시원함
0.281
(0.015)

0.281
(0.015)

0.281
(0.015)

단순함
0.103
(0.381)

0.103
(0.381)

0.103
(0.381)

쾌적감
0.380
(0.001)

0.380
(0.001)

0.380
(0.001)

운동감
0.413
(0.000)

0.413
(0.000)

0.413
(0.000)

따스함
0.485
(0.000)

0.485
(0.000)

0.485
(0.000)

실내 활기
0.384
(0.001)

0.384
(0.001)

0.384
(0.001)

부드러움
0.202
(0.085)

0.202
(0.085)

0.202
(0.085)

 (  )는 유의도

춘추분에는 아트리움의 채광분위기에 향을 미치는 주

요 변수는 실내의 “쾌적감(상관계수 0.62)”, “산뜻함(상관계

수 0.58)”, “따뜻함(상관계수 0.51)”, “부드러움(상관계수 

0.51)”, “실내 활기(상관계수 0.48)” 그리고 “운동감(상관계

수 0.43)의 순서로 분석되었다(표 7).

하지의 아트리움 채광분위기에 향을 미치는 변수는 실

내의 “밝기(상관계수 0.53)”가 가장 크며 그 외에 “따뜻함

(상관계수 0.48)”, “운동감(상관계수 0.41)” 그리고 “산뜻함

(상관계수 0.40)”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동지의 아트리움 채광분위기 만족도에 대하여는 

채광공간의 “부드러움(상관계수 0.63)”이 가장 중요하며 그  

외에 “쾌적감(상관계수 0.62)”, “산뜻함(상관계수 0.55)” 그

리고 “안정감(상관계수 0.46)”의 순서로 분석되었다.

5. 결  론

본 연구는 최근 건축계획에서 적극 활용되고 있는 아트

리움 공간을 대상으로 채광창의 유리 색(투명, 녹색, 청색)

에 따른 실내공간의 채광분위기를 축소모형 및 설문조사 

방법을 이용하여 평가하 다. 

연구결과, 채광창의 유리 색은 외부공간과 연계된 아트

리움의 개방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투명유리의 밝고 시원

한 느낌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특히 동지에 가장 

높은 선호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트리움의 채광분위기의 분석결과, 투명유리 채광창에 

대하여는 “밝다”, “따뜻하다”, “눈부시다”, “산뜻하다”, 그리

고 “쾌적하다” 및  “활기 있다”로 대부분 긍정적으로 인식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녹색유리 채광창은 “밝다”, “산뜻하다”, “눈부시다”, 그리

고 “쾌적하다” 및 “따뜻하다”, “활기 있다”, “부드럽다”로 

청색유리 채광창은 “단순하다”와 “차갑다”로 인식하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투명유리 아트리움의 채광분위기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 

한다”가 전체의 51.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는 “쾌적하다”, “산뜻하다”, “활

기 있다”, “밝다”, “동적이다”, “시원하다” 그리고 ”눈부시

다”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녹색유리 아트리움의 채광분위기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 

한다”가 40.0(%)로 투명유리에 비해 낮게 나타났고 만족도

에 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는 “쾌적하다”, “산뜻하다”, 

“시원하다”, “부드럽다”, “안정감 있다” 그리고 “활기 있다” 

및 “밝다”로 분석되었다.

청색유리 아트리움의 채광분위기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 

한다”가 전체의 16.0(%)”로 대부분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고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는 “쾌적하

다”, “활기 있다”, “안정감 있다”, “시원하다”, “밝다”와 “따

뜻하다” 그리고 “동적이다”로 분석되었다.

계절에 따른 아트리움 채광분위기는 하지에서는 "밝다", 

"따뜻하다", 단순하다 및 "쾌적하다"로 인식하는 분석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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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춘추분은 밝다", 따뜻하다", 눈부시다“, "산뜻하다"

로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동지의 채광분위기에 대하여는 비교적 안정감 있다", 

와 단순하다 로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하지 및 춘

추분의 채광분위기와 비교하여 다소 부정적인 것으로 분석

되었다.

계절에 따른 아트리움 채광분위기에 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는 계절의 온도감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춘추분에는 실내의 “쾌적감”, “산뜻함”, “따뜻함”, “부드러

움”, “실내 활기” 그리고 “운동감”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하지에는 실내의 “밝기”, “따뜻함”, “운동감” 그리

고 “산뜻함”이 동지에는  “부드러움”, “쾌적감”, “산뜻함” 

그리고 “안정감”이 아트리움의 채광분위기를 결정하는 주

요 요소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 아트리움의 채광창 유리 색을 변화시켜 다

양한 실내공간의 채광분위기를 평가하 다. 연구결과는 아

트리움의 채광분위기에 대한 기초적 평가로 앞으로 다양한 

채광효과 분석을 위한 평가 자료로 활용될 것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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