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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atural lighting is directly connected with our mental and physical health. For working or learning effect, the proper

natural lighting is required for improving our living conditions. School facilities, especially, are the place where includes

students’ ordinary activities with learning behaviors during the school years from elementary to high school. This

study was carried out for the purpose introducing a basic database in that planning a school by researching on the

actual in the natural lighting system of some schools’ classroom, estimating, and analyzing through a simulation, which

resulted in a method of improving the natural lighting system. As a result of measuring and analyzing Daylight

Factor(DF) during the time from 9 am to 3 pm when students are activating in their classroom, generally DF range

of the sides near to window and aisle seats zone are not distributed well. Besides, two out of four school which are

researched would not reach the standards of the law for school sanitary while rest of the schools meet the standards;

Average DF 5% and Minimum DF 2%. And the result of a simulation by RADIANCE program shows the most

appropriate DF range when it is applied in variable numbers about an oriehows the― South-east 15, south-east 30,

south-east 45, south-west 15, south-west 30, and south-west 45 degrees. When it is applied in the variable numbers

about glass transmittance ― 60%, 70%, and 80% in condition facing south of a classroom, the result shows that the

DF range of 80% transmittance is relatively higher than other glasses in the classroom. Thus, when a school is built,

plans for an orientation is necessary for improve of elementary schools’ environment with the glass installation which

is made for high transmittance and is regarded with the students’ activities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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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 배경

현대 사회는 20세기에 단기간동안 급속한 발전을 거듭

한 결과 풍요로워진 생활로 인하여 인간의 삶에 대한 질

적인 향상이 요구되고 있으나, 무분별한 에너지 소비와

계획으로 인하여 환경오염 및 생활에서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에 직면하였다. 현대인은 하루 중 대부분의 시

간을 건물의 실내에서 생활하여 건물을 이용하는 재실자

의 생활 및 작업․학습 효과를 높이는 측면에서 쾌적한

시환경 조성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건물에서의 자연채광

은 인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도 직결되어 질과 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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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 적절한 자연채광 확보는 인간의 삶의 가치 향

상을 위해 반드시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1.2 연구 목적 및 방법

학교시설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에 이르는 10년 이

상의 주된 생활 및 학습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특

히 초등학교는 어린 학생들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성장기

건강과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

로 초등학생들의 쾌적한 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자연채광

평가 지표 중의 하나인 주광률을 중심으로 학교교실의

자연채광 실태를 조사하고 RADIANCE 프로그램을 이용

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건물의 향과 유리 투과율의 변수

를 적용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 향상된 자연채광 개선 방

안을 도출해내어 건축계획적 측면에서 기초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본 연구가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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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 흐름도

2. 학교건축의 특성

2.1 학교건축의 의의

학교 시설은 학생들이 하루의 일과 중 가장 많은 활동

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신체적․정신적으로 가장 큰 성

장 변화가 있는 시기에 초등학교 환경은 어린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활동을 위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과 철저한

유지 및 관리가 필요하다.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교육과정

으로 교과수업 외에 특별․재량 활동이 늘어나고 확대된

방과 후 활동으로 인하여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더욱 늘

어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에너지 효율뿐만이 아닌

환경 친화적인 면에서 학교시설계획에서 환경적인 고려

는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2.2 학교건물의 환경 기준

학교 교실의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육과

학기술부에서는 2002년 학교보건법시행규칙 [제정 2002.

4.18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04호]을 제정하여 학생과 교직

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학습․교육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2005년 개정된 시행규칙은 표1

과 같이 환기․채광․조명․온습도에 대한 세부안을 마

련하여 쾌적한 환경 제공 및 유지를 위한 기준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국내 기준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분석

및 평가가 이루어졌다.

항 목 기준 내용

환기 ▪1인당 환기량 21.6㎥/h

채광

(자연조명)

▪천공광에 의한 옥외 수평조도와 실내조도와의

비가 평균 5%이상, 최소 2%이상

▪최대조도와 최소조도와의 비율이 10:1을 넘지

않도록 할 것

▪교실 바깥의 반사물로부터 눈부심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

조도

(인공조명)

▪책상면 기준 300lux 이상

▪최대조도와 최소조도와의 비율이 10:1을 넘지

않도록 할 것

▪인공조명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

온도

▪실내온도 18℃이상 28℃이하

- 난방 18℃이상 20℃이하

- 냉방 26℃이상 28℃이하

습도 ▪30%이상 80%이하

표 1. 국내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기준(개정, 2005.11.14)

3. 학교 교실 측정 및 시뮬레이션 개요

본 연구는 실제 초등학교에 대한 측정 및 평가를 수행

하고 RADIANCE 프로그램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변수를

적용하여 분석 및 평가를 통해 향상된 채광성능을 구현

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연구 수행체계는 그림1

과 같이 이루어진다.

3.1 대상학교 선정

본 연구에서는 강원도 춘천시 소재 초등학교 39개 중

건물의 향에 따른 분석을 위하여 건축된 지 최근 10년을

기준으로 2000년 이후에 건축된 학교 2개교와 2000년 이

전에 건축된 학교 2개교 총 4개교를 선정하여 실측하였

다. 그림2은 도심지내에서 대상학교의 위치를 보여준다.

그림 2. 대상 학교 위치도

건물의 향은 남동향 1개교, 남서향 2개교, 정남향 1개

교를 선정하였으며 측정 교실은 주변 건물의 영향을 가

장 적게 받는 임의의 일반교실을, 교실 층수는 4층 교실

2개, 3층 교실 2개를 선정하였다. 표2는 측정 대상학교의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건축년도 방위 측정일 대상교실층수

M초교 2000년이후 남동향33° 2010.04.04 4층

S초교 2000년이후 남서향14° 2010.04.11 3층

D초교 2000년이전 정남향 2010.03.28 4층

N초교 2000년이전 남서향22° 2010.04.10 3층

표 2. 측정대상학교 현황

3.2 학교 교실 측정

초등학교 채광성능 평가는 청천공 상태에서 실내 및

옥외조도를 동시에 측정하여 상대적인 비율로 비교하였

다. 실내 조도측정은 일반 초등학생 학습 환경을 고려하

여 책상면 높이 70cm에서 실시하였고 옥외 조도측정은

외부 환경에 최대한 영향을 덜 받기위해 건물의 옥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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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하였다. 개구부 바로 앞에 설치하여 센서 위치에 대

한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으나 유리의 반사광에 의한

데이터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어 건물 옥상에 전천후 조

도센서를 설치하여 실시하였다.

실험은 학교의 연간 운영 패턴에 따라 여름과 겨울에

는 대부분 방학 등의 이유로 사용이 저조한 점을 고려하

여 주된 학습활동이 이루어지는 시기인 춘분(3/21)을 중

심으로 2010년 3월 28일부터 4월 11일 사이에 4일에 걸

쳐 일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동안 실시하였

다. 측정시각은 초등학생의 학교 상주시간을 고려하여 측

정되었다. 초등학생은 모두 9시 20분에 수업이 시작되어

1～2학년은 4교시 수업으로 12시30분에 수업이 종료되고

특별 및 재량활동으로 5교시(14시 10분)까지 이어지는 경

우가 있으며, 3～4학년은 5교시까지의 교과활동과 특별

및 재량활동으로 6교시(15시)까지 수업이 이루어진다. 또

한 5～6학년은 교과, 특별, 재량활동 모두 포함하여 6교

시까지 수업이 이루어져 전체 학년은 학습활동으로 최대

6교시(15시)까지 학교에 머물게 된다. 이러한 점으로 등

교시간을 고려하여 오전 9시부터 전 학년이 하교하는 15

시까지 측정이 이루어졌다. 특히 모든 초등학교는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여 다양한 특기ㆍ적성 프로그램을 통한

사교육 경감의 효과 등의 목적으로 하교 후에도 학교를

개방하고 있으나 방과후 학교는 다목적실, 특별실 등을

사용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일반교실의 운영시간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림3은 초등학생의 학년별

학교 운영시간을 나타낸다.

그림 3. 초등학생 학년별 운영시간

측정지점은 기준실과 실험실의 창호를 기준으로 하여

그림4와 같이 각 실의 중앙점 5개 지점과 옥외 측정 1개

지점을 선정하였다. 대상공간의 향은 남동향 1개, 남서향

2개, 정남향 1개이다. 크기는 3개 교실이 9m(너비)×7.5m

(깊이)로 강원도교육청 학교시설기준의 실당 면적 67.5㎡

에 부합하며, 학교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한 지침에 따라

1개 교실은 8m(너비)×11m(깊이)이다. 채광성능평가를 위

해 학교시설 기준 평면에서의 측정 위치는 그림4와 같고,

건물의 배치도, 교실의 평면도, 실제 전경은 표4와 같다.

채광성능의 분석은 주광조도비(DF)를 사용하였다. 주

광조도비(晝光照度比 : Daylight Factor)는 전천공 조도에

대한 실내 작업면의 수평면 조도비로 정의하였다. 채광평

가 실험시의 실내 조도는 LI-210SA 조도센서를 사용하

였으며 실외 조도는 전천후 조도센서를 사용하여 2010년

3월 28일부터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청천공의 조건에서

기준실과 채광시스템이 설치된 실험실의 실내 조도 변화

를 30분 간격의 조도 평균을 측정하였다. 측정된 실내․

외 조도는 LI 1000 Data Logger를 통해 기록되었고 원

자료를 기초로 다양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그림 4. 교실 평면상 측정지점

a) LI-1000 조도계 b) 분광측색계 CM500

그림 5. 측정 기기의 종류

내부의 반사율 측정은 분광측색계를 이용하여 벽, 천

정, 바닥, 창틀, 문 각각의 명도값을 측정하여 V(V-1)

/100 의 수식으로 환산한 반사율로 환산하였다.

M 초교 S 초교 D 초교 N 초교

바닥 60 42 43 37

벽 71 73 70 71

천장 74 67 69 75

칠판 40 59 40 37

표 3. 실내 구성요소의 반사율 측정치 [%]

일반 투명유리를 이용한 이중유리의 투과율은 단일외

피 창호일 경우에 70%이고 이중외피 창호는 두 개의 이

중유리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50%로 감소하게 된다. 실내

의 광학적 특성을 결정하는 내부 구성요소의 반사율 측

정치는 각 학교별로 표3에 명시된 바와 같다.

기상데이터는 채광성능의 주광율 측정에 영향을 미치

는 요소인 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운

량을 고려하여 분석 및 평가하였으며 측정일의 시간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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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배치도 기준 평면도 실제 측정 사진 건축 개요

건축경과년수 : 1년

방위 : 남동향33°

실면적 :

9m×7.5m = 67.5㎡

교실 창호 :

맑은유리 5mm

건축경과년수 : 8년

방위 : 남서향14°

실면적 :

11m×8m = 88㎡

교실 창호 :

맑은유리 3mm

건축경과년수 : 15년

방위 : 남동향33°

실면적 :

9m×7.5m = 67.5㎡

교실 창호 :

맑은유리 3mm

건축경과년수 : 16년

방위 : 남서향22°

실면적 :

9m×7.5m = 67.5㎡

교실 창호 :

맑은유리 3mm

표 4. 측정 학교 개요

운량은 표5와 같다.

9시 10시 11시 12시 13시 14시 15시

M초교 3 3 3 4 2 6 7

S초교 7 8 7 8 8 7 7

D초교 3 3 2 2 1 0 0

N초교 10 10 10 10 10 10 10

표 5. 학교별 측정일 시간대별 운량

3.3 RADIANCE 프로그램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RADIANCE 프로그램은 미국 국립 Lawrence

Berkeley Laboratory(LBL)의 조명연구팀에서 개발된 프

로그램이다. 광선이 자연적으로 진행하는 방향의 반대 방

향으로 추적하여, 실제 광선이 발생한광원의 활동을 예측

하는 역광선추적기법(BackwardRay-tracing Technique)

을 기초로 광원으로부터 나온 광선들의 거동을 확인하여

빛환경을 가시화 할 수 있게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RADIANCE프로그램의 버전은 Linux환경의 버전이 아니

라 Desktop Radiance버전을 이용하여 조도측정을 하였

다.

평면 측정지점 입면 치수

표 6. 시뮬레이션 모델링 제원

시뮬레이션 모델링 제원은 표6와 같으며 평면 측정은 내

부로 각 방향에서 60cm를 이격한 평면에서의 평균값을

측정하였다. 또한 학생들이 학교에서 활동하는 주된 시간

인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를 고려하여 춘분, 하지,

동지의 조건에서 건물의 향의 변화에 따른 주광율과 교

실의 유리 투과율 변화에 따른 주광율을 분석하였다. 표7

은 시뮬레이션에 적용된 변수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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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내 용

외부

위도 위도 37.5도(서울 기준)

청천공 춘분(3/21), 하지(6/21), 동지(12/21)

시간 오전9시～오후3시

건물의 향(방위)
남동향15°, 남동향30°, 남동향45°

남서향15°, 남서향30°, 남서향45°

교실 유리투과율 60%, 70%, 80%

표 7. 시뮬레이션 적용 변수

4. 학교 건물의 채광성능 분석 및 평가

학교 교실 실내 채광성능의 평가는 주광율을 측정하여

학교 보건법 기준과 비교 분석하였으며 초등학교의 경우

주간에 한정된 시간에만 학생들이 상주하는 점을 고려하

여 평가하였다.

4.1 초등학교 측정 데이터 분석 및 평가

1) M 초등학교

그림6은 M초등학교의 거리에 따른 시간대별 주광율을

측정한 결과이다. 대상교실의 각 지점에서 조도를 측정하

여 주광율을 평가한 결과 교실 전체의 평균 주광율은

2.9%로 우리나라 학교보건법 기준치인 5%를 만족하지

못하였으나 최소 기준치 2%에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측정 거리별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까지 1m 지점 주

광율 평균은 8.3%으로 하루 모든 운영 시간에서 기준을

만족하였고, 2m 지점의 경우 최소 기준치 2%를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외에 3m이상 지점부터는 전

부 2% 미만으로 최소기준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대별로는 교실이 남동향 33°인 점을 고려

하면 10시에만 7.9%로 평균 기준을 만족하였고, 9시와 11

시에 각각 3.7%, 2.2%로 최소 기준 2%를 만족하였다. 12

시 이후부터는 전부 1%대로 나타나 최소 기준에도 미치

지 못하여 측정일의 기상상태(표 4)를 고려하여도 매우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최근 10년 이내에 건축된 학교인 점과 주변 건물의 영

향을 받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도 매우 좋지 않은 채광

성능으로 평가된다.

그림 6. M 초등학교 시간대별 주광율

2) S 초등학교

S초등학교의 거리에 따른 시간대별 주광율은 그림7의

측정 결과와 같다. 측정 교실에서 전체 지점의 평균 주광

율은 1.7%로 최소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장 좋지 않

은 채광성능으로 조사되었다. 측정 거리별로는 1m 지점

에서만 평균 4.4%로 다른 지점에 비해 나은 채광성능으

로 나타났고, 2m 지점에서 오후 1시～3시 사이에 일부

2%를 넘는 주광율 값이 측정이 되었으며 3～5m 각각의

지점에서의 전체 주광율은 최소 기준 2%를 넘지 못하는

낮은 채광성능으로 나타났다. 시간대별로는 교실이 남서

14°의 향을 하고 있는 점에서 오후 2시의 측정값이 2%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최소기준에는 만족하였으나, 다른 시

간대에서도 1～2%사이의 값으로 측정되어 전체적으로 부

족한 채광성능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밀집단지에 위치한

초등학교임에도 주변건물의 영향은 거의 받지 않았으나

주광율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7. S 초등학교 시간대별 주광율

3) D 초등학교

D초등학교는 다른 초등학교와는 달리 개구부가 정남향

을 바라보고 있어 가장 이상적인 채광성능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림8에서 알 수 있듯이 12시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을 나타내고 있고 전체적으로 주광율이 높게 측정되

었다. 전체 지점의 평균 주광율은 6.3%로 우리나라 학교

보건법 기준치인 5%를 만족하였고 측정 거리별로는 1m

와 2m 지점에서 각각 15.9%와 7.9%로 평균 기준치를 크

게 만족하였다. 3m와 4m 지점에서는 각각 4.2%와 2.2%

로 최소 기준치는 만족하였으나, 5m 지점에서는 1.5%로

최소 기준치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대

별로는 교실이 정남향인 점을 고려하면 10시부터 15시까

지 각각 5.4%, 7.2%, 8.6%, 7.9%, 5.5%로 평균 기준치에

만족하였다. 9시에만 2.6%로 평균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

였으나, 최소 기준에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

된 지 10년 이상 된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정남향인 점과

측정일의 좋은 기상상태로 인하여 9시부터 15시까지 학

생들이 상주하는 시간동안에는 주광율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리별 5m 지점에서만 1.5%로 최소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인 자연채

광 성능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그림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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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N 초등학교

그림9를 통하여 N초등학교 주광율 측정결과를 알 수

있다. 측정일의 운량이 많았던 점을 고려하여도 전체 지

점에서의 평균 주광율은 2.0%로 최소 기준에 만족하였다.

거리별로 1m와 2m 지점에서 각각 5%, 2.4%로 평균 및

최소 기준에 만족하였으나 3m～5m 지점에서는 평균 1%

내외로 낮은 채광 성능으로 나타났다. 시간대별로는 9

시～15시 사이에서 13시와 14시에 일시적인 기상상태로

인하여 2%를 넘지 못하는 낮은 채광성능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시간대에서는 2%를 넘으며 최소기준에는 만족하였

다.

그림 8. D 초등학교 시간대별 주광율

그림 9. N 초등학교 시간대별 주광율

4.2 시뮬레이션 데이터 분석 및 평가

1) 교실 향에 따른 주광율 변화

건물의 향에 따른 주광율을 분석하기 위해 계절별로

춘분(3월21일), 하지(6월21일), 동지(12월21일)의 세 가지

동일한 조건에서 남동향 45°부터 남서향 45°까지 15°씩의

변화로 인한 6가지 향에 따른 시간별(오전9시～오후3시)

주광율을 분석하였다. 계절별로는 태양 고도가 가장 낮

은 동지일 때 향에 관계없이 가장 높은 주광율을 보이고

있으나, 평가는 연간 학교 운영 패턴에 따라 하지와 동지

에는 대부분 방학 등의 이유로 사용이 저조한 점을 고려

하여 주된 학습활동이 이루어지는 시기인 춘분(3월21일)

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림10～그림12는 남동향 15°,

30°, 45°에서 각각의 교실 전체 평균 주광율을 나타낸 것

이고, 그림13～그림15는 남서향 15°, 30°, 45°에서 각각의

주광율을 나타낸 것이다. 하지와 동지의 값의 경우 하지

에는 창면부의 직달일사 유입에 의해서 실내 최대값이

높아지지만 실 깊숙이 태양광이 유입되지 못하여 주광율

값이 낮고, 동지에는 태양고도가 낮아서 실의 중간까지

직달일사가 유입되기 때문에 주광율 값이 높다.

그림 10. 계절별 남동향 15도 주광율

그림 11. 계절별 남동향 30도 주광율

그림 12. 계절별 남동향 45도 주광율

그림 13. 계절별 남서향 15도 주광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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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계절별 남서향 30도 주광율

그림 15. 계절별 남서향 45도 주광율

건물의 향이 남동향일 경우 남동향 15°일 때 주광율이

남동향의 다른 각도에 비해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가

가장 적어 고른 주광율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평균 주광

율은 전부 12%로 평균 5%의 주광율 기준에 만족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건물의 향이 남서향일 경우에는 15°일 때 남동향과 마

찬가지로 남서향의 다른 각도에 비해 가장 고른 주광율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평균 주광율은 10%로 주광율 값이

9%와 8%인 남서향 30°와 45°일 때보다 근소한 차이로

크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남동향의 주광율이 남서향보

다 다소 크게 나타났으며 초등학생의 활동 시간을 고려

하면 건물 향이 남동향 15°일 때 저학년과 고학년에 관계

없이 고른 주광율 분포를 나타내어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6가지 변수 중에서 가장 적합한 향으로 평가가 된다.

2) 교실의 유리 투과율에 따른 주광율 변화

교실의 유리 투과율에 따라 주광율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정남향 기준으로 유리 투과율

60%, 70%, 80%의 세 가지 변수를 적용하여 시뮬레이션

하였다. 유리가 초기의 성질이 90%의 투과율을 가지고

있어도 복층 유리나 이중창을 사용할 경우에는 80%대로

떨어지게 된다. 또한 유리 표면의 먼지 등으로 인하여 투

과율이 많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60%～80%의 투과율을

적용하였다. 실험은 청천공 조건에서 춘분(3/21), 하지

(6/21), 동지(12/21)에 시간별(9시～15시)로 분석하였으며,

그림16～그림18은 유리 투과율이 60%, 70%, 80% 일 때

각각의 주광율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16. 유리 투과율 60%에서의 주광율

그림 17. 유리 투과율 70%에서의 주광율

그림 18. 유리 투과율 80%에서의 주광율

건물의 향에 따른 주광율 분석시와 마찬가지로 연간

학교 운영 패턴에 따라 춘분(3/21)을 중심으로 분석하였

다. 유리 투과율이 80%일 때 평균 주광율 12%로 가장

높은 주광율 값을 나타내고 있으나 투과율 60%와 70%에

서는 각각 11%와 10%로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5. 결 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의 채광성능 실태분석을 위한 실험

과 RADIANCE 프로그램을 이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한

분석과 평가를 하여 초등학교 채광성능 개선을 위한 건

축 계획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초등학교 채광성능 실험과 시뮬레이션한 분석 결과를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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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채광성능의 경우, 대체적으로 교실에서 창가

와 복도측의 주광율 분포가 고르지 못하였으며 실험을

실시한 4개 학교 중 2개교가 각각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의 채광 기준인 평균 주광율 5%와 최소 주광율 2%에 만

족하였고 2개교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천공상태가 담천공이 아닌 경우 건물의 향에 크

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외에 측정일의 기상

상태(운량) 및 교실의 유리 투과율, 내부 반사율 등이 고

려되었다.

초등학교에 대한 채광 성능 분석 결과 자연채광을 위

한 계획적 요소 중 가장 큰 형태적 차이인 건물의 향에

많은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교실 내

부 구성요소인 바닥, 벽, 천장 등 재료의 광학적 성질과

측정일의 외부 기상상태 등 서로 다른 조건에서의 측정

에 인한 것으로 예측되어 추후에는 각각의 학교에 대해

동일한 조건에서의 측정 및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된다.

RADIANCE를 이용한 시뮬레이션은 초등학생이 학교

에서 활동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청천공 상태에서 오전9

시～오후3시까지 건물의 향의 경우 남동 15°, 남동 30°,

남동 45°, 남서 15°, 남서 30°, 남서 45°와 교실의 창은 정

남향일 경우 복층 유리 및 이중창을 고려하여 유리 투과

율 60%, 70%, 80%의 변수를 적용하여 이루어졌다. 건물

향의 경우 남동 15°일 때 가장 고른 주광율 분포를 나타

냈으며, 유리 투과율 80%일 때 다른 유리에 비해 상대적

으로 높은 주광율이 나타났다.

시뮬레이션을 토대로 초등학교는 학생들의 활동 주시

간대를 고려하였을 때 남동 15°의 건물 향과 교실의 유리

투과율의 경우 복층 유리 및 이중창을 고려한 80%의 투

과율에서 좋은 채광성능을 알 수 있다.

실태조사를 통해 채광확보에 대한 부족한 점을 시뮬레

이션을 이용하여 양적인 확보를 이루었으나, 질적인 측면

에서의 부족함이 나타났다. 추후에는 질적인 측면에서의

연구와 그 밖의 자연형 및 설비형 요소를 추가적으로 선

택․적용하여 양과 질을 모두 만족하는 채광성능 구현을

위해 복합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학교시설에 대한 채광성능 실태조사와 시뮬

레이션을 통한 자연채광성능 개선을 위한 요소 도출을

주목적으로 진행되어 향후 초등학교 계획 수립에 기초자

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학교시설의 쾌적한 학습 환

경 제공을 위해 채광 계획뿐만이 아닌 실내 환경적 요소

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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