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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오늘날의 사무소 건축물의 입면 계획에 있어 유리를 

외벽으로 한 투시가능 표면적이 현격하게 증대되는 추세

에 있다. 이는 에너지 관리 비용을 증대시키는 등 다양한 

환경적 제약이 수반되나 실내 거주자의 조망권 확보라는 

질적 권리의 충족 측면에서 향후 건축 외피계획의 나아

갈 방향을 예시해 주고 있다. 고정화된 벽체의 폐쇄성을 

초월하여 공간 확장의 개념으로서 유리는 건축물의 부수

적인 투명성을 확보하는 의장적 역할뿐 아니라 건축물 

자체의 조형철학을 표현하는 매개 재료로 인식되고 있다. 

이와 같은 흐름의 지속적인 존속을 위해서는 건축적 

쾌적함과 사무능률향상을 위한 업무환경을 조성하기 위

하여 지능형 외벽구성요건들에 대한 다양한 대안들이 제

시되어야 하며 유리 외벽에도 동일한 요구조건이 충족되

어야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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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의 유리 벽체에 대한 연구․개발들은 단열, 기 성

과 결로를 중심으로 한 열적 성능과 수 성에 집중되어 

진행되어 왔다. 이의 결과로 복층 창호만으로 창호의 대

형화를 유도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존재하여 이중 삼중의 

부수적인 단열막과 차단막을 설치하여 열적 성능이 개선

된 다양한 창호 제품들이 개발되었다. 

그러나 열적 성능만을 고려하여 냉방 부하를 줄이기 

위한 유리의 차폐성능을 증대시켜 결과적으로 투과율이 

20% 이하의 투과재를 이용하여 자연채광의 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창호시스템이 등장하고 있다. 즉, 커튼 

월 및 대형 시스템 유리 창호와 같이 적극적으로 유리가 

적용된 건축물임에도 다양한 목적으로 투과율이 낮은 투

과재를 사용함으로써 유리가 갖는 채광의 근원적인 장점

이 배제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특정 대형 사무소 건물의 경우 전체 에너지 사용 비율

의 20%는 팬, 펌프, 엘리베이터와 같은 반송부분에 사용

되며 30%는 냉난방 기기 운용에 소비되며 가장 많은 

50%의 에너지가 조명부분에 소비된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무소 건물의 외

벽에 주로 사용되는 판유리의 광학적 물성을 조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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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rowing use of entire glass facades with metal frames are popularly witnessed in modern building practices and 

design competition as well. In spite of architectural aesthetics and view to outdoors, environmental issues still exist 

in that kind of buildings. One of the solutions for the problems might be the use of functional glasses such as a 

heat-resistant glass or various tinted glasses for the glass walls. This paper aims to provide performance data 

related to the impact of various transmittal materials of window systems on the light distribution. A series of 

computer simulation deals with the basic geometrical and optical design elements of a commonly used all-glass 

facades. Additionally an experimental configuration of the vertical window is proposed for better result of 

daylighting. A window system equipped with an inner-light shelf can improve the uniformity of natural light in a 

space by reducing the level of illumination near the window and redirecting light deeply into the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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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외벽용 유리재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한다. 일반

적인 사무소 공간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광학 변수들을 

적용하여 서로 다른 투과 성능을 가진 유리 벽체가 적용

되는 경우 실내의 조도분포에 미치는 향과 민감도를 

분석한다. 

또한 외벽의 고창부에 채광을 위한 개구부를 설치하여 

기존 투과재와 복합적인 유리입면을 구성하는 경우의 실

내 조명환경 기여도를 상대적으로 분석한다. 또한 직사광 

제어 및 조절장치인 광선반이 설치된 경우 기존의 유리 

벽체나 복합창과의 성능 분석을 통하여 그 효용성과 성

능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외피용 판유리의 종류별 물성적 특성

2.1 유리의 일반적 특성

일반적으로 유리는 모래, 나트륨, 석회와 아울러 색상

에 향을 미치는 기타 미세 물질로 구성된다. 빛의 투

과, 열에 대한 저항능력, 구조적 강도 등 당해 유리의 고

유특성은 단면구조와 구성 성분에 의해 결정되나 냉각되

는 과정에서 결정격자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빛에 대

한 등방성이 확보되며 따라서 광선이 분산되지 않고 통

과하게 된다. 유리 제조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재료인 모

래에는 변색을 일으키는 화학 산화철이 0.1% 정도 함유

되어 있어 옅은 초록 색조를 띠게 되나 판유리의 전체적 

투과율 및 투과성능은 유리의 두께에 의해 결정된다.

자연광은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이중 가시광선 역은 색깔과 연관된 파장이며 적외

선은 열과 관련된 파장이다. 가시광선의 상대적 에너지 

함유량은 자외선 범위가 3%, 가시범위에서 53%, 근적외

선 범위의 44%로 구성되어 있다. 난방기간에는 실내의 

열을 내부로 반사시켜 복사형태의 열 유출을 최소화하고 

냉방기간에는 태양열을 포함한 외부의 복사열이 사입되

지 않도록 하는 것이 유리 외피를 경계면으로 한 가장 

기본적인 단열성능 강화기법이다. 자연광의 다양한 스펙

트럼 중 필요에 따라 흡수되고 반사되는 태양의 스펙트

럼을 선택적으로 구분하기 위하여 1차적으로 가공된 기

본 유리표면에 특수 박막형 금속 코팅재로 표면처리를 

한다. 이를 위한 금속재로는 금, 은, 구리와 알루미늄이 

있으며 최근 들어 색의 중립성과 높은 가시광선 투과율

을 보유한 은(Ag)이 코팅용 기초재료로 다용되고 있다.

유리의 특정한 광학적․열적인 특성을 유도하기 위하

여 다층 구조를 구성하는 유리 제조기법이 있다. 중간층

에 각종 기능성을 층을 형성하는 것으로 광굴절 필름이

나 열 크롬성 액정 등 전자 크롬 재료에 기초한 다양한 

투과 특성을 갖는 층과 각도 선택적 기능을 갖는 각도 

선택 필름 등이 설치된 판유리가 있다. 폴리머 필름과 미

세 격자구조의 다중막 층을 적용하여 빛의 분산과 집중

을 유도하여 복사열과 태양광선을 차단하거나 태양전지

의 응용을 통한 전기 발전용 외피나 외부 밝기에 따라 

자동적으로 입사 광량을 조절하는 광호변성 유리, 불투명

과 투명을 상호 변환하는 스크린 유리 등 다양한 제품군

을 제조할 수 있다.

2.2 외피용 판유리의 종류 및 특성

 1) 투명 유리

투명유리는 모든 유리의 구성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한 

판의 평평한 맑은 유리를 말한다. 다양한 기능성 유리들은 

대부분 투명유리를 1차 원료로 하여 광학적으로 가공되고 

제조된다. 높은 평활도(평평하고 매끄러운 정도)를 가지고 

있는 투명유리는 투과성능이 높아 실내에 사입되는 광량이 

가장 많은 채광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주택․일반 건축

물․고층 건축물․점포 등의 내․외장용, 유리파티션, 유

리온실, 매장의 쇼윈도우, 진열장, 각종 가공 유리의 원판, 

투명방음벽의 원판, 자동차, 차량, 선박의 창과 같이 다양

한 곳에 사용되고 있다.

 2) 색 유리

기본 판유리에 금속 화학물을 첨가하면 흡수력이 높아

지고 변색이 발생하게 되며 건물 내부로의 열전달이 1/3

에 지나지 않아 결과적으로 태양에너지 투과량의 감소효

과가 나타나게 된다. 판유리 제조 시스템은 대량생산을 

하는 관계로 초록, 분홍, 파랑, 구리색, 회색 등만이 생산 

가능하다. 이중 초록색 채색 유리가 다용되는 것은 유리

에 들어 있는 산화철이 700nm ∼ 2,500nm 의 파장을 갖

는 광선범위를 가장 잘 흡수하며 소량의 근적외선만을 

통과시키기 때문이다. 산화니켈을 첨가하여 제조되는 회

색의 칼라 유리와 셀레늄을 첨가하여 얻어지는 블론즈색 

유리는 눈부심을 감소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3) 로이유리

태양복사와 열 차단에 관련된 유리의 열적 특성은 광

선의 투과성에 의해 결정된다. 이와 같은 투과성능은 유

리 표면에 박막의 금속 층이나 금속 산화물을 코팅함으

로써 조절할 수 있다. 복사에 의하여 유리 표면으로부터

의 방 출 열량이 적은 유리를 로이 유리라 하며 은 (Ag)

과 같은 금속 산화물질을 판유리표면에 코팅하여 겨울철

에는 실내의 난방기구에서 발생되는 적외선을 반사하여 

실내로 되돌려 보내며, 여름철에는 실외의 태양열이 실내

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보온적․열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가시광선의 투과율은 일반 투명 유리와 유사

하지만 열선인 적외선 역의 반사율이 높아 실내외 온

도차이가 클수록 유리를 통한 열전달이 작아져서 냉난방

에 소비되는 에너지가 크게 절약되는 효과가 있다. 로이

유리는 주택과 고층 사무소 빌딩 등 채광과 에너지절약

이 동시에 요구되는 장소에 사용된다.

 4) 반사유리

반사유리는 투명유리의 원료 배합과정 중에 미량의 금

속산화물을 첨가하여 만든 색유리 위에 부가적으로 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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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물을 분무하여 표면 처리한 유리를 지칭한다. 열분해 

제조법에 의해 생산된 반사유리는 인체에 유해한 자외선

을 90%이상 차단하여 옷이나 커튼, 가구가 변색되는 것

을 막아주는 동시에 식물의 광합성이나 성장에는 향을 

주지 않는 장점이 있다. 또한 가시광선과 적외선의 투과

율과 반사율을 적절하게 조절하여 냉․난방부하를 줄여

주며, 실외로부터의 시선을 차단하여 실내의 프라이버시

를 확보해 준다. 사무실, 호텔, 도서관, 박물관, 스포츠센

터, 극장, 눈부심을 방지해야 하는 건물 등에 사용된다. 

반사유리의 종류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파스텔 유리이다. 최근 사무소건축물에 많이 사용되고 있

는 파스텔 유리는 유리 커튼월에 알맞으면서 안정된 외

관을 보여주며, 특히 복층유리로 사용할 때에는 가시광선 

반사율이 투명복층유리보다 낮아 주변의 건물에 시각적

인 향을 거의 주지 않는다.

 5) 복층유리

복층유리는 최소 두 장의 판유리 사이에 일정한 간격

을 유지하여 건조한 공기층이 내장된 복합구조의 유리로

서 건물 외피 중 열손실이 가장 큰 표면인 창을 통하여 

빠져나가는 열에너지의 양을 현저하게 감소시키므로 써 

단열 및 소음차단에 뛰어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여러 유

리의 복합적 사용으로 다양한 광학적 목적을 이룰 수 있

으며 외부에 면한 유리를 파스텔유리를 사용하고 안쪽에

는 일반유리를 사용하여 공기층을 갖도록 만든 저반사 

복층유리인 파스텔복층유리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복층유리로써 all glass 커튼월에 알맞고도 안정된 외관을 

보여주어 대형빌딩, 사옥 등에 적용되고 있다. 이외에도 

복층유리를 구성하는 두 장의 유리 중에서 외부와 면한 

유리의 종류가 컬러유리나 투명유리이고 실내면의 유리

가 로이유리인 컬러․투명로이복층유리, 컬러투명복층유

리등이 있다.

3. 투과재를 이용한 유리외벽의 설계 및 평가 방법

3.1 연구대상 유리외벽 창호 투과시스템

 1) 일반 단일 유리외벽 투과시스템

건물 외피로 사용되는 판유리 제품은 단순한 기본 판

유리부터 고 기능을 부가한 유리 층을 구비한 다양한 복

합적 단면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광학적․열적 기능

성은 결과적으로 가시광선 투과율을 변화시키게 되며 이

는 광학적 순기능과 역기능을 구비하게 된다.

외피로 이용되는 커튼 월용 판유리의 경우 투과율이  

20%이하의 저 투과 시스템부터 80% 이상의 투명유리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유리 재료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외피로 이용된 유리의 투과율을 기성 판유리 제품의 

투과치 내에서 가변적으로 적용하여 실내의 채광 성능에 

미치는 향과 연계하여 분석한다.

표 1. 연구 대상용 판유리 종류와 광학적 물성치

유리 종류 모델명 투과율(%) 반사율(%)

파스텔 유리
PTS18 18

16 
PTS27 27

색 유리 GN66 66 11 

로이 유리
LoE58 58 10

LoE68 68 13

투명 유리
cl78 78 14

cl90 90 10

 2) 이중분할 복합 투과시스템

복합적 단면구조와 기능성 층을 구비하여 구성된 복층 

유리의 개념을 물리적으로 확대하여 대형 판유리가 건물

의 외피로 사용될 경우 바닥부터의 수직높이에 따라 유

리창의 용도를 구분하여 각기 다른 종류의 유리를 적용

하는 창호시스템을 이중분할 복합창으로 명명하며 개념

은 그림 1과 같다. 외벽의 역할을 수행하는 대형 판유리

창을 높이에 따라 시각적 교류와 외부조망을 위한 조망

창과 자연광 유입을 위한 채광창으로 구분하여 조망창은 

색유리나 파스텔유리 등의 기능성 유리를 적용하고 채광

창은 투명 판유리로 구성하는 경우 복합적인 창의 성능

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본 연구에서는 채광

창의 크기에 따라 일반형과 확장형의 두 종류를  대상 

유리외벽 시스템으로 선정하 다. 

a) 일반형 채광창

b) 확장형 채광창

그림 1. 이중분할 복합창의 구성유리 종류 및 면적 비뮬



투과시스템의 광학특성을 고려한 복합적 외벽채광부의 성능평가에 관한 연구 / 도진석 ․ 김  곤 ․ 김정태

Journal of the KIEAE Vol. 4, No. 2  2004. 614

 3) 광선반 일체형 이중분할 복합 투과시스템

측창만으로 자연광을 유입하는 것은 자연광의 입사 거

리로 인하여 한계가 있는 반면 개구부가 설치된 창면벽

의 밝은 근접부는 극심한 조도의 불균형 및 현휘의 발생

요인을 내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자연광의 불균형적인 분포를 방지하고 자연

광의 유입 거리를 증가시키기 위한 대표적인 건축적 채

광기법으로 실내를 향한 광반사를 인위적으로 유도하는 

수평형 광선반을 들 수 있다. 

앞서 소개된 이중분할 복합창의 조망창과 채광창의 경

계부에 광선반이 설치되는 경우 창과 근접한 외주부의 

주광량을 감소시키며 실내 깊숙한 부분까지 자연광을 반

사, 유입시킴으로써 실내의 조명환경을 질적으로 향상시

킨다. 근본적으로 광선반의 존재는 채광부에 대한 1차원

적인 차양효과로 말미암아 자연광의 실내 유입 총량을 

감소시키며 반복되는 반사에 의한 손실까지 부가되어 전

체적인 실내 조도의 평균치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을 감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단순히 실내 공간 내에 유입

되는 총 광량의 증가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

내 전체 공간내의 자연광의 균일한 분포를 비롯한 질적 

조명환경에 대한 고려가 요구될 때 채택될 수 있는 바람

직한 대안이다. 그림 2와 같이 본 연구는 광선반 시스템

이 설치된 상단부는 투명 유리를 적용하여 광선반에 도

달하는 자연광의 양을 극대화 시키고 광선반 하단부의 

유리는 현휘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차폐성 유리로 계획

한 광선반 일체형 이중분할 복합창 시스템의 성능을 평

가하 다.

그림 2.  내부 광선반 일체형 이중분할 복합창의 형상

 

3.2 투과 시스템의 성능평가 방법

 1) 성능 평가용 모형의 개요

본 연구의 방법은 자연채광 해석용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모의실험을 실시하는 것으로, 실제 건축된 실물대 

모형 건물을 기초로 대상공간을 선정하 으며 향후의 실

험 및 측정 데이터와의 비교분석의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투과시스템이 적용된 성능평가용 모

형의 기하학적 형상 및 특성은 그림 3과 같다.

(a) 대상공간의 기학학적 형상

(b) 대상공간의 기초가 된 목업 모형 형상

그림 3.  대상 공간 및 목업 모형의 형상

 2) 성능 평가 프로그램 : Lumen-Micro 2000

본 연구에서는 광선반의 성능 평가를 위해 자연채광성

능분석 프로그램인 Lumen Micro 2000을 사용하 다. 

Lumen Micro는 미국의 Lighting Technologies사에서 개

발되어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인공조명 및 자연채광의 성능 평가에 있어 정확성이 인

정된 바 있다. 각종 CAD 프로그램과 호환되는 등 

Lumen Micro는 입력단계에서의 모델링 작업이 비교적 

용이하며 주광에 의한 정확한 실내조도 분석이 가능하고 

조명결과의 수치 자료의 제시뿐 아니라 각종 그래프 및 

등조도 곡선 등의 시각적 결과제시를 통하여 조도분포의 

특성 및 조명설계의 결과를 보다 알기 쉽게 해준다. 또한 

천창, 고창, 광선반, 차양, 외부 건물의 향 등의 채광 성

능평가가 가능하며 부가적으로 조명효과의 렌더링 등 기

본적인 시각화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그림 4. Lumen Micro 2000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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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성능평가지표 및 광학변수

본 연구는 해당 공간의 컴퓨터 모델링과 모의실험을 

통하여 성능 데이터를 취합한다. 다양한 유리 채광부의 

형상과 투과재를 변화시키며 실내 채광성능을 분석한다. 

성능평가 지표로는 천공의 상태와 관계없이 외부조도에 

대한 실내조도의 비율인 조도비(%)를 이용하며 가장 평

균적인 주광조건인 춘추분 정오의 정남향을 기준으로 실

험을 실시한다. 청천공과 담천공 간의 천공 상태에 따른 

투과 시스템의 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청천공 

이외에 제한적으로 담천공을 대상으로 모의실험을 실시

한다. 해당 공간의 물리적, 광학적 변수는 표 2와 같다.

표 2. 시뮬레이션 입력 변수 데이터 값

실 크기 4.9m×7.2m×2.58m

일시

시간 12:00 정오

월 3

일 21

방위             South (정남향)

위치 서울 위도 37.5°, 경도-126.5°W

광선반
반사율 95%

돌출 길이 내측 : 0.9m

반사율

천정 80%

벽 50%

바닥 20%

4. 투과 시스템의 성능평가 및 분석

4.1 투과율에 따른 일반 유리투과 시스템의 성능

건물 외피로 사용되는 판유리는 다양한 목적과 건축적 

의도에 따라 각기 다른 물성치와 투과율을 가지게 된다. 

건물외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선

행 조사된 유리의 종류별 투과율을 대상공간에 적용한 

경우의 실내 조도비의 변화가 표 3과 그림 5에 도식되어 

있다. 

표 3. 일반 투과시스템 창호의 투과율 변화의 향 분석

(춘분 정오, 청천공)

투과재 Ave Max Min
투과율
증가%

Ave 
증가율

Max 
증가율

Min 
증가율

PTS18 3.6 16.0 0.4 - - - -

PTS27 5.3 24.0 0.6 50 50 50 50 

LoE58 11.4 51.6 1.3 115 115 115 114 

GN66 13.0 58.7 1.4 14 14 14 14 

LoE68 13.4 60.5 1.5 3 3 3 3 

cl78 15.4 69.3 1.7 15 15 15 15 

cl90 17.7 80.0 2.0 15 15 15 15 

가장 평균적인 경우인 춘추분 정오를 기점으로 하여 직

사광이 존재하는 청천공과 담천공을 각각 분석한 결과 

천공 상태에 관계없이 외부 조도에 대한 내부 조도비율

은 유리의 투과율 변화에 따라 동일한 비율로 일정하게 

증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그림 5). 

이는 빛의 물리적 특성과 자연광 유입에 가장 일차적인 

향을 미치는 유리의 채광적 투과 능력에 따른 결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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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일반 투과시스템 창호의 투과율별 조도비

(춘분 정오, 청천공 및 담천공)

4.2 일반형 이중분할 복합창의 채광성능

대형 판유리창을 외피로 사용하는 사무소 건물의 경우 

전술한 바와 같이 시야각을 방해하지 않는 창면 수직높

이를 산정하여 높이 2m를 경계면으로 그 이상의 유리를 

채광을 위한 투명유리로 그 하단부는 프라이버시 확보와 

조망을 위한 다양한 2차 유리들을 사용하여 이중 분할적 

복합구조로 구성할 경우(그림 1참조)의 채광적 기여를 분

석하 다. 고창부의 채광창으로 인한 자연광 유입은 증대

되며 하단부의 조망창의 투과율에 따른 실내 조도비의 

변화가 그림 6에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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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과 같이 2.0m 높이를 경계선으로 한 이중 분할 

복합창을 일반 단일창과 비교분석한 결과 상단부의 채광

창의 상대적으로 높은 투명유리의 투과율에 의하여 실내 

전반 조도비는 전체적으로 증가한다. 고창에 의한 채광에 

취약한 실내 후면부의 증가가 현격히 나타나며 특히 저 

투과율 투과재 (PTS18%, PTS27%)에서 60∼100%의 후

면부 조도비 증가는 채광학적으로 높은 가치가 있다.

그림 6. 일반형 이중분할 복합창의 조도비 (춘분 정오, 청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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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일반창 대비 일반형 이중분할 복합창의 조도비 증감율 

(춘분 정오, 청천공)

4.3 확장형 이중분할 복합창의 채광성능

이중분할 복합창을 구성함에 있어 시야각을 엄격히 적

용하여 조망창의 상단 경계부를 1.8m로 최소화하고 그 

이상의 천장높이 2.58m까지 투명유리로 채광창을 구성하

는 확장형 이중분할 복합창을 계획하는 경우 (그림 1참

조) 채광의 효과는 극대화된다. 

상대적 대형화된 채광창으로 인한 자연광 유입은 증대

되며 하단부의 조망창의 투과율에 따른 실내 조도비의 

변화가 그림 8에 나타나 있다. 

확장형 이중분할 복합창과 일반 단일창과의 조도비 증

감율을 분석한 결과 그림 9과 같이 전반적인 실내의 조

도비의 증가를 나타내었으며 전술한 바와 같이 실내측  

후면부의 채광성능이 급격히 향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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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확장형 이중분할 복합창의 조도비 (춘분 정오, 청천공)  

확장형 이중분할 복합창과 일반형 이중분할 복합창 

(그림 1참조) 과의 조도비 증감율을 분석한 결과 그림 10

과 같이 전반적인 실내의 조도비는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고창부에 위치한 채광창의 물리적 특성으로 인

하여 실내측 후면부의 채광성능의 향상이 기대되며 특히 

하단부 조망창에 저투과율 유리 (PTS18%, PTS27%)를 

적용한 경우,12∼16%의 후면부 조도비 증가는 채광학적

으로 높은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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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일반창 대비 확장형 이중분할 복합창의 조도비 증감율 

(춘분 정오, 청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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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일반형 이중분할 복합창 대비 확장형 이중분할 

복합창의 조도비 증감율 (춘분 정오, 청천공)

4.4 광선반 일체형 이중분할 복합창의 채광성능

창면부의 경우 태양의 위치나 창의 형태에 따라 직사

광이 사입되는 부분의 경계를 중심으로 극단적인 조도 

대비가 형성되며 외부 직사광의 60%정도의 조도를 나타

낸다. 따라서 창면부는 적절한 채광시스템의 계획으로 조

도를 낮추고 국부적인 직사광의 사입을 배제하여 확산되

도록 하여 직사광의 유효거리를 깊은 심도의 실내공간까

지 증가시켜 전체적으로 조명의 질을 제고하여야 한다.일

반형 분할 복합창에 광선반이 적용된 경우(그림 2 참조)

의 조도비가 그림 11에 나타나 있으며 전반적인 조도비

의 편차가 감소되어 균제도가 향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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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1. 광선반 일체형 이중분할 복합창의 조도비

                    (춘분 정오, 청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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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일반 단일창 대비 광선반 일체형 이중분할 복합창의 

조도비 증감율 (춘분 정오, 청천공)

광선반 설치의 채광적 효과는 광선반이 없는 일반 형 

이중 분할창과의 조도비 비교를 통하여 보다 질적으로 

검증될 수 있다. 일차적으로 광선반의 물리적 차폐 기능

으로 인하여 극심한 직사광이 유입되는 창면부의 조도는 

실내의 전반적인 조도 분포도 10%∼70% 정도 감소되며 

최저조도와 평균조도의 비율을 의미하는 균제도 측면에

서도 100%이상의 감소가 예상되어 ( 9→3 또는 4) 보다 

질적인 채광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 실내 고심도 공간의 

자연광 유입이라는 광선반의 기본 기능은 광선반이 없는 

일반 이중 분할창과의 비교에서도 현저히 나타나며 결과

적으로 후면부의 조도비는 그림 13과 같이 50%에서 90%

이상의 조명적으로 매우 의미있는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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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일반형 이중분할 복합창 대비 광선반 일체형 이중분할 

복합창의 조도비 증감율 (춘분 정오, 청천공)

5. 결 론

건축물에서 유리 창호가 가지는 의미는 의장적 측면에

서부터 시각적 열적 환경 및 시공법, 경제성 등의 범위에 

이르기까지 지대하다. 최근 유리건축물이 범람하면서 반

사유리를 사용하던 기존의 추세에서 벗어나 다양한 기능

을 가진 투명성 높은 유리들이 개발․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창호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복합적 유리 

사용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이중적 유리분할면의 구성

이나 광선반과 같은 자연광유도 물리체의 일체화를 위한 

기초적 연구를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하

다.

건물외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선행 조사된 투명유리, 색유리, 파스텔 유리, 로이 유리의 

투과율 변화에 따른 실내 조도의 민감도를 분석하 다. 

원천적으로 빛의 물리적 특성과 자연광 유입에 가장 근

본적인 향을 미치는 유리의 채광 능력에 기초하여 천

공 상태에 관계없이 외부 조도에 대한 내부 조도비율은 

유리의 투과율의 변화에 따라 동일한 비율로 비례적으로 

일정하게 증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 재료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많은 재료들이 

합성되거나 복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채광성면에서 가

장 바람지한 창의 구성은 현휘를 방지하고 조망을 확보

하기 위하여 거주자의 시야각을 방해하지 않는 최소 조

망창의 높이로 1.8m 나 2.0m까지 차폐성이 보유된 투과

재를 적용하고 그 이상의 상단부는 채광을 위하여 투명

유리류의 투과율이 높은 투과재를 복합적으로 구성하면 

조망과 채광이라는 두 가지 개구부 성능을 극대화 할 수 

있다. 

또한 조망창과 채광고창의 경계부에 깊이 90cm 정도의 

수평형 광선반을 설치하면 일차적인 직사광 유입으로 인

하여 극심하게 높은 조도를 나타내는 창면 근접부의 조

도를 완화시키는 차폐효과와 아울러 광선반의 반사 능력

으로 인하여 채광성능 면에서 불리한 실내측 후면부의 

조도를 증가시키는데 현격한 효과를 2차적으로 기대할 

수 있어 더욱 기능적인 유리외피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중분할 복합창이나 광선반에 의한 채광학적 기여는 

특히 유리외피로 투과율이 낮은 저 투과재가 사용되는 

경우 더욱 효과적이다. 실내측후면부의 채광적 잠재력이 

증대되어 공간의 시 환경적 질이 현격하게 증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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