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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ims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daylighting control strategy of venetian blind system was performed as a

function of ratio of shading height to window and slat angles in the preliminary stage of the parametric study.

Floor-to-ceiling window walls of living spaces are used widely in apartment buildings since the Korean government

has legally allowed elimination of the balcony area. Enlarging living area by balcony elimination, the larger glass area

of window is exposed to the direct sunlight. As a common sunlight controlling device, blind system can be used in all

orientations and all latitudes and it may obstruct, absorb, reflect and transmit solar radiation to building by proper

adjusting. However, blind system can produce discomfort in occupant and less energy efficiency, if it has not been

controlled optimally. The simulation model was based on the unit module of typical living space with balcony

elimination. The room dimension was 6.0m(w) X 6.9m(d) X 2.7m(h) with floor to ceiling height of 2.5m. The blind

system was simulated at five slat angles (horizontal, 30°, 45° upward and downward tilted) and the four ratio of

shading height to window (fully closed, partly opened, no-blind) using the Desktop RADIANCE 2.0 program. The

series of simulation results indicates that the advantages of available daylight and outside of view can be improved by

proper adjusting blin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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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정부의 공동주택의 발코니 개조의 합법화 정책 이후

(2006년), 전국 공동주택의 650만 가구 가운데 203만 가

구가 발코니를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 추세이다. 발코니

공간은 물리적으로 건물의 외부와 내부 환경을 연결시켜

주는 매개적인 공간으로서 외부기후변화에 대해 실내 환

경변화를 최소화 하는 완충적 공간이라 할 수 있다(서정

민 2007). 이러한 발코니 확장의 보편화로 인해 건물의

유리외피 면적을 증가시킴으로서 재실자에게 외부조망의

확보, 자연채광의 유입 및 이를 통한 조명에너지 절감 등

의 이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거주환경의 외부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환

경조절측면에서의 문제를 해결 하기위한 노력이 필요하

다. 이러한 유리외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안으로 블라인드 시스템이 널리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블라인드의 운영이 올바르지 못 할 경우, 실내 조도를 감

소시키고 조명에너지 증가, 지나친 조망차단으로 인한 시

각적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실제 거주

자들의 블라인드 운영 실태 및 재실자의 반응과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V. Inkarojrit(2005)는 재실자의 블라인드 사용 패턴을

이용한 블라인드 조절 예측모델(predictive window blind

control model) 구축을 통한 최적 자동제어 방안을 제시

하였다. 이처럼 실내 환경조건을 만족시키는 블라인드의

자동제어의 필요성이 요구되며 이를 통한 거주자에게 쾌

적한 시각 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 따라서 건물 외부 환

경에 따라 적용대상 공간에 적합한 블라인드의 국내도입

가능성을 위한 주광분포분석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변화하는 주광에 대응하는 블라인드의

자동제어를 위한 기초연구로서, 최적의 블라인드 시스템

적용을 위한 계절별 블라인드 조절변수에 따른 실내 주

광유입 특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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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고찰

2.1 베네시안 블라인드 차양조절에 관한 연구

베네시안 블라인드 시스템의 차양조절에 따른 주광이용과

운영상황에 관한 연구 중 국외의 경우 V. Inkarojrit(2008)

는 113개의 사무소 건물을 대상으로 재실자의 창 블라인

드 조절에 영향을 주는 실내 환경요소를 제시하였으며 에

너지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한 블라인드 조절과 에너지 사

용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박병철외 4명(2007)은 Radiance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롤러쉐이드와 베네시안 블라인드를 설치한 실내공간의 주

광특성(조도비, 균제도, 글레어)을 차양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기준공간과 비교․분석하였다. 롤러쉐이드와 블라인

드 슬랫각도(0°, 30°, 60°)변화에 따른 주광이용 특성을 비

교 분석한 결과, 블라인드의 슬랫각도가 30°와 60°인 경우

시간변화와 관계없이 실의 조도비가 균일한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블라인드 슬랫각도 0°인 경우 가장 높은 균제도

와 DGI(불쾌글레어 평가지수)로 분석되었다.

김유신외 4명(2007)은 주광변화에 대응하는 차양시스템

개발의 기초연구로서 롤러 쉐이드와 베네시안 블라인드의

높이에 따른 실내 주광분포 변화에 대한 Mock-up 실험을

실시하였다. 차양장치의 높이(0%, 40%, 60%, 80%)와 블라

인드의 슬랫각도(0°, 90°)를 조절하여 주광유입의 분포를

분석하였다. 차양장치의 높이 0%(모두 막힌 높이)의 경우

슬랫각도가 0°인 경우가 90° 경우보다 균제도가 우수하였

으며 차양장치의 높이가 40%, 슬랫각도가 0°인 경우와

60%, 슬랫각도가 0°와 90°인 경우 모두 블라인드가 롤러쉐

이드 보다 우수한 주광유입 및 균제도를 나타내었다. 이는

미국 버클리국립연구소의 실험동의 실내를 기본 모델로 설

정하였으며 향후 국내로 설정된 모델로 구성하여 다양한

변수의 적용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백주영외 4명(2006)은 전동식 블라인드가 설치된 건물을

대상으로 재실자의 블라인드 운영 실태 및 블라인드에 대

한 인식도를 조사하였으며, 기존연구를 통한 Occlusion

Index(창문에서 블라인드가 막혀있는 부분, %)를 산정하여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데이터 수집결과 과반수 이상의 블

라인드가 일정한 위치에 고정된 상태로 거의 움직이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나 실의 밝기조절에 문제가 있었고, 블라인

드를 올리는 원인은 시야 차단 및 조망확보가 가장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었다. 선행연구 분석결과 블라인드의 단편

적인 슬랫각도에 따른 주광성능을 평가하고 있으며 국내

실정에 맞는 주광변화에 따른 블라인드 조절에 관한 연구

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 베네시안 블라인드 개요

베네시안 블라인드는 직사일광을 차단시켜 창면 근처

의 높은 조도를 감소시키고 슬랫의 각도를 통해 태양광

의 유입을 조절하여 실내의 조도분포를 균등하게 배분시

켜주는 차양시스템이다. 이 블라인드는 이탈리아 베네치

아에서 발달한 것으로 베네치아 수면에서 반사되어 들어

오는 빛을 차단하고 수면 위의 바람을 이용하기 위해 만

들어 졌다. 내부, 외부 및 복층유리 사이에 설치하여 사

용할 수 있으며, 차양의 목적으로 설치되는 고정형과 직

사일광 유입조절과 현휘방지, 확산광의 실내 재입사를 위

해 사용되는 가동형 시스템이 있다.

고정형 시스템은 태양고도가 높은 하지에 유효하며, 천

창에 적용할 경우에는 실내 냉난방부하 증가 및 불쾌 글

레어 등의 발생이 우려된다. 또한 가동형 시스템은 태양

위치에 따라 적극적으로 직사일광을 반사 및 확산시킬

수 있으나 초기투자 비용 및 유지관리의 어려움이 있다.

블라인드 시스템은 모든 방위와 위도에서 사용될 수 있

으며, 필요시 기존의 창에 설치할 수 있다.

2.3 Radiance 시뮬레이션 과정

베네시안 블라인드의 차양조절에 따른 주광유입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Desktop Radiance 2.0 프로그램을 사용하

였다. 래디언스(Radiance)는 채광성능 예측용 프로그램으

로서 광추적(ray-tracing)기법이 적용되며, 정확한 실내조

도분포 산출이 가능한 시뮬레이션 도구라 할 수 있다. 이

를 위하여 Window(OS) 기반의 AutoCAD 2000을 활용하

여 대상 공간 및 블라인드의 적용변수에 따른 3D모델링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텍스트파일로 편집되어 래디언스에

적용시켜 데이터취득을 실시하였다.

2.4 평가기준설정

블라인드 조절에 따른 주광유입의 특성을 평가하기 위하

여 실 전체적인 조도분포보다는 자연채광의 영향을 고려하

기 위해 실의 창면부, 중간부, 후면부로 나누어 평균 조도

분포를 산출하였으며 거실공간에 대한 국내(KS)와 미국

(IESNA)조도기준은 표 1과 같다. 국내 기준의 경우 활동

유형에 대하여 최소-중간-최대의 조도범위를 갖지만 미국

조도기준의 경우 단일 조도값을 제시하고 있다. 균제도는

어떤 한정된 범위에 존재하는 평균조도(Eavg) 혹은 최대조

도(Emax)에 대한 최소조도(Emin)의 비로 산정된다.

표 1. 거실공간의 조도기준: KS A3011과 IESNA

활동분류 활동유형 한국(KS)[lx] 미국(IES)[lx]

잠시 동안의

단순 작업장
전반 30-40-60 50

고휘도 대비 혹은

큰 물체대상의

시작업 수행

단란

150-200-300 300
오락

일반휘도 대비 혹은

작은 물체대상의

시작업 수행

독서

300-400-600 500전화

화장

저휘도 대비 혹은

매우 작은 물체대상의

시작업 수행

수예

600-1000-1500 1000

재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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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adiance 시뮬레이션 조건

래디언스 시뮬레이션에 적용된 대상공간의 크기는 6m(W)

×6.9m(D)×2.7m(H)로 이루어져 있으며, 발코니가 확장된

25평형 아파트 거실공간을 기본 모델로 선정하였다. 또한

천공상태는 베네시안 블라인드가 직사일광을 차단하는 것

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CIE 청천공 상태

만을 고려하였다. 시뮬레이션 공간의 방향은 주광의 영향

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정남향으로 설정하였으며, 블라인

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제품으로서 폭 4cm, 간격

이 4cm로 폭과 간격의 비가 1:1인 모델을 적용하였다.

표 2. 시뮬레이션에 적용된 변수

구 분 변 수 내 용

외부

조건

위 치 위도 37°〫 5, 경도 127°

창문위치 정남향

천공상태 CIE clear sky

실 크기 6m(W) × 6.9m(D) × 2.7m(H)

창문크기 4.5m(W) × 2.43m(H)

날짜/시간
춘분(3/21), 하지(6/21), 동지(12/21)

9시～18시

내부

조건

천 정
beige paint LBNL 2k216

Reflectance: 71%

벽 체
beige 2k202 LESO91

Reflectance: 59.5%

바 닥
grey 3k309 LESO91

Reflectance: 30%

프레임
light_blue 6K601 LES091

Reflectance: 58.7%

유 리
clear cig cig-EE172-6 LBNL

Transmittance: 78.2%

블라인드 beige paint LBNL 2K216 Reflectance: 71%

장치

제어

차양높이 0%(No-blind), 30%, 60%, 100%

슬랫각도 -30°〫, -45°〫, 0°〫, +30°〫, +45°〫

슬랫너비 40mm

그림 1. 시뮬레이션에 적용된 실의 제원

그림 2. 블라인드의 슬랫각도 조절

시뮬레이션 기간은 춘분, 하지, 동지의 10시, 13시, 17시를

기준으로 태양의 위치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여 실의 창면

부(창면으로부터 1.9m 떨어진 부분), 중간부(창면으로부터

3.8m 떨어진 부분), 후면부(창면으로부터 5.7m 떨어진 부

분)의 주광분포와 균제도를 산출하였다. 표 2는 시뮬레이

션에 적용된 변수를 나타낸 것이며, 그림 1은 시뮬레이션

에 적용된 대상공간의 제원을 나타낸 것이다.

블라인드가 창면을 차단하는 높이(shading H, %)를 0%

(블라인드가 창면에 완전히 올라가 있는 경우), 30%, 60%

100% (블라인드가 창면에 완전히 내려온 경우)로 적용하

였으며, 각 높이에 대하여 슬랫각도의 변화(-30°〫, -45°〫, 0°〫,

+30°〫, +45°〫)를 주어 실의 주광유입 특성을 분석하였다. 블

라인드의 슬랫각도의 조절모습과 Desktop Radiance 2.0

을 이용한 블라인드 차양높이에 따른 거실 공간 렌더링

모습은 그림 2와 3과 같다.

shading H: 0%(No Blind)

shading H: 30%

shading H: 60%

shading H: 100%(Fully-closed)

그림 3. 블라인드 높이조절에 따른 랜더링 모습 (슬랫각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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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베네시안 블라인드의 차양 조절에 따른 주광특성

4.1 누적조도빈도분포

청천공 조건에서 춘추분(3/21, 9/21), 하지(6/21), 동지

(12/21)때의 블라인드의 차양 조절에 따른 레디언스 조도

데이터에 대한 실 전체 바닥면의 누적조도빈도를 그림 4와

같이 산정하였다.

또한 국내외 거실 공간의 최대조도기준(1,500lx)을 고려

하여 1,700lx이상인 조도 데이터의 경우 직사일광에 의한

영향으로 판단되어 제외되었다. KS권장조도에서 거실공간

의 단란[150-200-300] 및 독서[300-400-600]에 요구되는

조도를 고려하여 200lx이상 700lx이하의 조도빈도분포를

분석하였다.

실 전체 바닥면의 누적조도빈도 분석결과, 블라인드 슬

랫각이 상향 30도일 때 모든 차양 높이에 대하여 춘분일의

경우 60% 이상, 동지일의 경우 약 80% 정도 500lx의 조도

분포를 갖으며 하지일의 경우 70% 정도가 200lx의 낮은

조도빈도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향 45도 슬랫각도

일 때 모든 슬랫높이에 대하여 상향 30도인 경우에 비해

춘분일의 경우 50% 이상 동지일의 경우 60% 이상 500lx

의 조도값을 보이고 있다. 하지일의 경우 65% 이상 200lx

의 낮은 조도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향슬랫각(+30°, +45°)에 대한 200lx이상 700lx이하의

누적조도빈도는 하지일의 경우, 모든 차양 높이에 대한

조도빈도분포가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춘분일과

동지일의 경우, 차양 높이 30%에 대하여 슬랫각도별 거의

동일한 조도빈도분포값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향 30도 슬랫각도일 때 차양 높이 30%에 대하여 춘분

일 경우 50%, 동지일의 경우 74%, 하지일의 경우 30%가

500lx의 조도분포를 갖으며, 하지일의 경우 차양 높이

100%에 대하여 400lx이상 되는 조도값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하향 45도 슬랫각도일 때 차양 높이 30%에 대하

여 춘분일 경우 50%이상, 동지일의 경우 70%, 하지일의

경우 15%가 500lx의 누적조도분포를 갖으며, 하지일의 경

우 차양 높이 100%에 대하여 300lx이상 되는 조도값의 분

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향슬랫각(-30°, -45°)에 대한 200lx이상 700lx이하의

누적조도빈도는 차양 높이 100%일 때 하향 30°일 때가 하

향 45°에 비해 하지일의 경우에는 300lx이상의 조도빈도분

포값이 6.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춘분일의 경우 600lx

이상의 조도빈도분포값이 5.7배, 동지일의 경우 700lx이상

의 조도빈도분포값이 3.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평 0도의 슬랫 각도일 때 모든 슬랫높이에 대하여 춘

분일의 경우 54% 이상 동지일의 경우 약 70% 정도 500lx

의 조도분포를 갖으며 하지일의 경우 75% 정도가 200lx의

낮은 조도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든 측정일의

차양 높이에 대하여 슬랫 각도가 상향 30도인 경우와 가장

비슷한 조도빈도분포를 나타내며, 동지일의 1,100lx이상의

높은 조도빈도값은 상향 30도인 경우 수평 0도인 경우에

비하여 최대 3배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 슬랫각도 (상향 30도)

b) 슬랫각도 (상향 45도)

c) 슬랫각도 (하향 30도)

d) 슬랫각도 (하향 45도)

e) 슬랫각도 (수평 0도)

그림 4. 계절별 차양조절에 따른 누적조도빈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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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주광조도분포

베네시안 블라인드의 슬랫각도 및 높이조절에 따른 주

광유입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실의 바닥면 전체를 창면

부(창면으로부터 1.9m 떨어진 부분), 중간부(창면으로부

터 3.8m 떨어진 부분), 후면부(창면으로부터 5.7m 떨어진

부분)로 나누어 실의 주광유입 특성을 분석하였다.

청천공 조건에서 각 계절별 대표적인 날인 춘추분

(3/21, 9/21), 하지일(6/21), 동지일(12/21)로 선정하여 태

양의 위치(오전 9시～오후 18시)에 따른 실내 주광유입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림 5는 계절별 태양고도를 나타낸

것이며, 본 연구에서는 태양의 고도가 낮은 오전 10시,

오후 17시와 태양의 고도가 가장 높은 13시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표 3은 계절별 태양고도변화에 대하여 블라

인드 조절에 따른 실내 주광유입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춘분일(3/21)의 10시의 경우, 블라인드 높이가 30%와 60%

일 때 상향 45도 슬랫각도를 제외하고 모든 슬랫각도별 창

면부, 중간부, 후면부에 대하여 1.1배 조도분포차이로 거의

동일한 조도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블라인드 높이가 100%

(모두 닫힌 상태)일 때와 60%일 때 상향 45도 슬랫각도의

경우 거의 동일한 주광유입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춘분일(3/21)의 13시의 경우 블라인드 높이가 30%와

60%에 대하여 1.2배정도의 조도분포 차이로 거의 유사한

실내 주광유입 분포로 나타났으며, 이 경우 블라인드의

높이와 슬랫각도 조절에 의한 영향이 크게 나타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블라인드 높이가 100%의 경우, 상향

45도 슬랫각도일 때 블라인드 높이가 30%와 60%인 경우

와 동일한 주광유입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춘분일(3/21)의 17시의 경우 블라인드 높이 30%에 대

하여 모든 슬랫각도별 동일한 조도분포를 보이며, 상향

45도 슬랫각도일 때 모든 블라인드 높이의 경우 거의 동

일한 주광유입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춘분

일의 블라인드 높이가 30%와 60%의 경우 창면부와 중간

부의 17배 이상 높은 조도분포의 차이를 보이며, 이는 춘

분일의 태양의 고도에 의한 직사일광 유입이 블라인드

슬랫각도에 영향을 주어 창면부의 높은 조도분포를 보이

는 것으로 판단된다.

춘분의 주광유입분포의 경우 모든 블라인드의 높이에

대하여 슬랫각도 45도인 경우 제외하고 슬랫각도별 거의

동일한 주광유입분포를 보이며, 블라인드가 100%(모두

내려온 경우) 춘분의 태양 고도와 슬랫각도의 45도일 때

직사일광 유입으로 인해 창면부와의 중간부에 극심한 조

도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일(6/21)의 10시의 경우 모든 블라인드 높이에 대

하여 1.2배의 조도분포 차이로 거의 동일한 조도분포를

보이며, 실의 창면부, 중간부 후면부에 최대 1.3배의 적은

조도분포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블라

인드 높이에서 슬랫각도에 의한 조도분포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일(6/21)의 13시의 경우 블라인드 높이가 30%의

경우 슬랫각도별 1.2배의 조도분포 차이로 거의 동일한

실내 조도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블라인드 높이

가 60%와 100%의 경우 상향 슬랫각도와 수평각도일 때

실의 창면부, 중간부, 후면부에 1.1배의 조도차이로 거의

동일한 주광유입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일(6/21)의 17시의 경우 모든 블라인드 높이에 대

하여 각 슬랫각도별 유사한 주광유입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일의 경우 태양의 고도별 블라인드 높이와

슬랫각도에 따라 최대 1.2배 조도분포 차이로 가장 유사

한 실내 주광유입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하지의 높은 태

양의 고도가 블라인드 조절에 영향을 크게 주지 않는 것

으로 판단된다.

동지일(12/21)의 10시의 경우, 블라인드 높이가 30%와

60%일 때 상향 30도 슬랫각도의 경우 창면부로부터 후면

부까지 거의 동일한 조도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블라인드

높이가 60%의 경우 30%의 경우에 비해 슬랫각도별 실의

중간부에 최대 11배 이상의 극심한 조도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블라인드 높이가 100%인 경우 창면부

의 약 7배 이상 낮은 조도분포를 보이는 반면 상향슬랫

각도와 수평각도의 경우 하향 슬랫각도에 비해 6배 이상

의 높은 조도분포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지일(12/21)의 13시의 경우 블라인드 높이가 30%일

때 상향 30도 슬랫각도를 제외한 나머지 슬랫각도의 경

우 창면부. 중간부. 후면부에 최대 1.1배의 거의 동일한

조도분포를 보이며, 슬랫각도 조절의 영향과 관계없이 실

의 창면부와 중간부에 직사일광의 유입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블라인드 높이가 60%와 100%인 경우 상향 슬

랫각도일 때 블라인드 높이 30%와 동일한 주광유입을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슬랫각도의 조절이 창면부와 중

간부의 8배 이상의 극심한 조도분포차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지일(12/21)의 17시의 경우 모든 블라인드 높이의 경

우 슬랫각도별 최대 1.1배의 주광분포로 거의 동일한 주

광유입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또한 블라인드 높이가

내려갈수록 슬랫각도 조절에 따른 실내 창면부와 중간부

의 조도분포 차이가 커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 동지의 가장 낮은 태양고도에서 유입된 블라인드의

슬랫각도와 높이조절에 영향을 주어 직사일광의 유입과

차양성능에 의한 실의 창면부와 중간부에 극심한 조도분

포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 시뮬레이션 계절별 태양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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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계절별 및 시간별 차양조절에 따른 주광성능

구 분 시 간 Shading H: 30% Shading H: 60% Shading H: 100%

춘추분

(3/21)

10시

13시

17시

하지

(6/21)

10시

13시

17시

동지

(12/21)

10시

13시

17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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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균제도

CIE 청천공 조건에서 블라인드 높이와 슬랫각도에 따른

실 부위별 균제도(Min/Max)는 가장 높은 태양의 고도로

인한 직사일광 유입의 영향이 가장 큰 남중시(12시～13시)

로 한정하여 분석하였다[그림 6]. 춘추분(3/21)의 경우 블

라인드 높이가 30%와 60%일 때 최대 1.1배의 균제도 차

이로 나타나 슬랫각도별 거의 동일한 균제도를 보이고 있

으며, 창면부 직사일광 유입으로 인해 6배 이상의 낮은 균

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6/21)의 경우 다른 계절에 비해 창면부의 균제도가 4

배 정도로 가장 높은 균제도를 나타냈으며, 블라인드 높이

100%인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높이에 대하여 슬랫각도별 거

의 1.1배의 거의 동일한 균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내 조도분포차이에 블라인드의 높이와 슬랫각도 조절

이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동지(12/21)의

경우 블라인드 조절에 따른 실의 창면부와 중간부의 가장 낮

은 균제도를 보이며, 블라인드 높이가 60%와 100%인 경우

하향 슬랫각도일 때 상향 슬랫각도의 경우에 비해 7배정도

실의 중간부의 높은 균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춘추분 (3/21)

하지 (6/21)

동지 (12/21)

그림 6. 계절별 및 시간별 차양조절에 따른 균제도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블라인드의 높이와 슬랫각도 조절에 따른

실내 주광유입 분포를 분석하기 위해 래디언스 시뮬레이션

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춘추분(3/21)의 경우 블라인드 높이 30%와 60%의 경

우 태양의 고도에 따른 실 전체 동일한 주광유입분포 및

균제도를 나타내며 상향 45도 슬랫각도를 제외한 나머지

슬랫각도에 의한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하지(6/21)의 경우 모든 블라인드 높이에 대하여 태

양의 고도에 따른 실 전체에 유사한 주광유입 분포를 나타

내며, 균제도 면에서도 가장 좋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슬랫각도 조절에 따른 주광환경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동지(12/21)의 경우 모든 블라인드 높이에 대하여 태

양의 고도와 슬랫 각도조절에 의한 실 중간부의 주광환경

변화가 크게 나타났으며 하향 슬랫각도의 경우 주광유입

및 균제도 측면에서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블라인드 조절(슬랫각도와 높이)에 따

른 조망확보 및 주광유입의 장점을 극대화한 자동제어시스

템의 개발의 기초적 연구가 될 것이다. 그러나 시뮬레이션

을 이용한 주광환경의 정량적 분석에 한정된 점에서 향후

의 연구는 블라인드 조절 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재실

자의 반응이 고려된 정성적인 평가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

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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