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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에 지 소비가 증함에 따라 오피스 건물에 주 을 유입하여 조명에 지를 감하는 연구가 

진행 이다. 그러나 직 인 주 유입은 작업환경의 조도분포를 불균일하게 만들어 빛의 품질을 떨어

뜨리고 업무효율을 하시킨다. 이에 본 논문은 창측에 주 을 조 할 수 있는 베네시안 블라인드를 

설치하여 블라인드의 슬랫 각도(Open, -60°, -30°, 0°, +30°, +60°)에 따라 실내로 유입되는 주 의 조도 

 균제도를 비교 분석하고, 작업환경의 조도분포가 가장 균일한 슬랫 각도로 블라인드를 제어한다. 
이때 블라인드의 슬랫 각도별로 목표조도에 부합하기 해 LED가 소모하는  력량을 산출한다. 
슬랫 각도별로 산출된 균제도, 력량을 기 으로 성능평가를 실시하여 성능이 우수한 슬랫 각도를 확

인한다.

1. 서론

   재 국내 체 에 지 사용량의 약 25%는 건물에서 

소비되고 있고, 그  약 20∼30%는 조명에 지로 소비되

고 있다[1]. 최근 이러한 조명에 지를 감하기 하여 

실내로 입사되는 주 을 원으로 활용하기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주 의 직 인 유입은 태

양의 변화에 따라 조도분포를 불균일하게 하거나 휘를 

발생시켜 작업환경의 빛 품질  업무효율을 하시킬 수 

있다. 따라서 직 인 주 의 유입으로 인한 작업자의 

부심을 방지하고 빛 품질을 균질하게 유지시키기 한 방

안이 필요하다.

   건물의 내부로 유입되는 외부 일사량을 조 하고 조명

에 지를 감하기 방안으로는 창에 블라인드를 설치하고 

빛의 상태에 따라 슬랫 각도를 조 하는 것이다. 이때 사

용하는 블라인드의 종류로는 재실자가 직  개폐 제어하

는 수동 블라인드와 리모콘과 같은 장치에 의해 원격제어

되는 자동 블라인드가 있다. 수동 블라인드는 설치비용이 

렴하여 부분의 건물에서 사용하고 있으나, 하루 한번 

제어 후 추가제어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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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블라인드는 스 치, 리모콘 타입의 제어장치에 의해 

제어되며 원거리에서 제어가 가능한 장 이 있다. 그러나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외부환경에 효율 으로 반응하기에

는 어려운 단 이 있으므로, 외부 환경변화에 응할 수 

있는 지능 인 블라인드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은 블라인드의 슬랫 각도에 따라 주 의 균제도를 평

가하고 각 슬랫 각도별 조명에 지를 평가하여 최 의 블

라인드 슬랫 각도를 산출한다. 산출된 슬랫 각도는 블라인

드를 지능 으로 제어하기 한 기  데이터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실험  평가를 하여 사무공간에 테스트베

드를 구성하고, 창측에 주 제어가 가능한 베네시안 블라

인드를 설치하여 블라인드의 슬랫 각도(Open, -60°, -30°, 
0°, +30°, 60°)에 따라 실내로 유입되는 주 의 조도  균

제도를 비교 분석한다. 한 블라인드 슬랫 각도별로 목표

조도에 부합하기 해 LED가 소모하는  력량을 산

출한다. 슬랫 각도별로 산출된 균제도,  력량을 기

으로 성능이 우수한 슬랫 각도를 확인하 다.

2. 련연구

2.1 실내 블라인드의 한계  연구

   블라인드의 표  종류에는 롤쉐이드 블라인드, 베네

시안 블라인드 등이 있으며 이  롤쉐이드 블라인드는 일

반 인 차양목 으로 사용되므로, 일사의 유입이 요구되는 

상황에는 블라인드를 개방해야하는 단 이 있다. 최근 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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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이드 블라인드의 기능  한계를 해결하기 해 베네시

안 블라인드에 한 연구가 진행 이다. 여러 슬랫으로 구

성된 베네시안 블라인드는 슬랫 각도에 따라 자연 의 유

입·차단이 가능하므로, 슬랫 각도 변화에 따른 일사 투과

량 분석과 작업면 빛환경 평가에 한 연구가 가능하다

[3][4]. 그러나 테스트베드 구축의 어려움, 장기간 실험진

행, 기변화에 따른 태양 고도변화 등의 이유로 테스트베

드를 활용한 시뮬 이션, 블라인드 자동제어 략 등의 이

론 인 평가만 이루어지는 실정이다[4].

2.2 블라인드 슬랫 조 에 따른 작업면 빛환경 평가

   재 태양과 건물의 특성을 고려한 로 일 앵 과 

직사일 을 차폐하는 블라인드 슬랫 각도인 컷오  앵

을 용하여 1년간 블라인드 성능을 평가한 연구가 진행

이다[4]. 1년간 블라인드 성능을 평가하기 해 Desktop 

Radinance 2.0 시뮬 이션 로그램을 사용하 다. 로

일 앵 을 10도 간격으로 80도까지 설정하고, 블라인드의 

슬랫 각도를 -60, -30, 0, 30, 60도로 변경하여 오피스 작

업면의 실 체 조도, 균제도, 부심(DGP)을 평가하 다. 

조도 400lux, 균제도 0.4, DGP 0.42를 만족하는 경우는 낮

은 로 일 앵 에서 30°, 60°의 슬랫 각도가 우수하며, 

높은 로 일 앵 에서는 -30°, -60°의 슬랫 각도가 우수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1년간 각도를 고정할 경우 30°

로 고정하는 것이 좋으며, 과 여름에는 0°, 겨울에는 

30°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으로 블라인드의 슬랫 각도를 30°로 제어하 을 

경우 공간의 균제도가 우수한 것으로 확인하 다. 그러나 

부분의 국내 연구는 시뮬 이션을 통한 검증을 실시하

으며, 테스트베드를 통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3. 시스템의 구조  실험

3.1 테스트베드 구성

   실험은 2013년 8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 7일간 충남 

천안시 서북구에 치한 K 학교에서 수행되었다. 테스트

베드 창문의 크기는 가로 1.45m * 세로 1.61m이며, 남동

쪽 방향에 치한다.

(그림 1) 테스트베드 구성도

   테스트베드는 비 2.81m * 깊이 7.35m * 높이 2.7m

의 크기로 실험군, 조군을 구성하 으며, 공간의 정조

도 유지를 한 LED조명(가로 0.6m * 세로 0.6m)을 (그

림 1)과 같이 창문으로부터 0.99m 간격마다 설치하 다. 

창문 안쪽에 비 1.18m, 두께 0.2cm, 간격 4.5cm인 동 

베네시안 블라인드를 설치하여 시스템에 의해 제어가 가

능하도록 하 다. 한 창문으로부터 1.47m(깊이 1/5) 떨

어진 지 마다 0.93m( 비 1/3) 간격으로 작업면(0.85m)에 

조도센서를 설치하 으며, 동일한 조도센서를 외부에 설치

하여 외부 수평면조도를 측정하 다. 창문으로부터 5m이

상 떨어진 지 에는 주  유입량이 어 균제도 계산에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5]. 자연  측정을 

한 실내 조도센서 설치 치는 3m 이내로 제한하 으며, 

3m이내에 설치된 조도센서 데이터를 이용하여 균제도를 

산출하 다.

시간
3m 체공간

평균조도 균제도 평균조도 균제도

05:30～05:35 3.6 0 1.8 0

05:35～05:40 3.6 0 1.8 0

… … … … …

11:00～11:05 285 0.84 201 0.46

… … … … …

19:25～19:30 3.4 0 1.7 0

<표 1> 2013.08.30 실험군 실험결과(+30°)

시간
3m 체공간

평균조도 균제도 평균조도 균제도

05:30～05:35 9.0 0 4.5 0

05:35～05:40 9.1 0 4.5 0

… … … … …

11:00～11:05 751 0.68 462 0.20

… … … … …

19:25～19:30 19.7 0.25 9.8 0

<표 2> 2013.08.30 조군 실험결과(Open)

   <표 1>과 <표 2>는 2013년 8월 30일의 실험데

이터로 실내로 유입된 평균조도량과 균제도(최소조

도/평균조도)를 산출하 다. 균제도는 공간의 조도분

포가 균일한 정도를 확인하는 지표로 0.0～1.0의 값

으로 나타낸다. 균제도가 0에 가까울수록 실내 조도

분포가 불균일함을 뜻하며, 1.0에 가까울수록 평균조

도와 동일한 빛이 균일하게 조사되고 있음을 나타낸

다. 3m까지 계산된 평균조도·균제도는 체공간의 

평균조도·균제도 수치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 이 테스트베드의 안쪽까지 유입되지 못하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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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베네시안 블라인드의 슬랫 각도 변화

간에는 균제도가 매우 낮게 산출되어 신뢰성이 떨어

지는 것을 확인하 다.

3.2 실험

   블라인드의 슬랫각도는 (그림 2)와 같이 30° 간격으로 

제어하며 슬랫이 평행한 상태를 0°, 주 이 실내로 유입되

는 방향과 동일한 상태를 (-)각도, 슬랫이 주 을 반사시

키는 상태를 (+)각도로 설정하 다.

   블라인드 각도에 따라 실내로 유입되는 조도, 균제도를 

확인하기 하여 수행한 실험 Case를 정리하면 <표 3>과 

같으며 실험의 정확성을 해 실험군과 조군을 설정하

다. 실험  실험군과 조군의 블라인드를 모두 개방하

여 두 공간에 유입되는 조도량이 동일한지 확인하 다. 실

험은 하루동안 실내로 유입되는 태양의 조도량을 확인하

기 해 맑은날 일출부터 일몰까지 진행하 다.

실험군 조군

Case 1 Open Open

Case 2 -60° Open

Case 3 -30° Open

Case 4 0° Open

Case 5 +30° Open

Case 6 +60° Open

<표 3> 실험 Case

3.3 실험 결과

   Case 1의 경우 실험군과 조군의 블라인드를 개방하

여 실험을 실시하 다. 창문으로부터 3m 떨어진 지 까지

의 센서들을 상으로 균제도를 산출한 결과 실험군은 

0.53, 조군은 0.56으로 근소한 차이를 보 으나, 사무공

간의 최소 균제도인 0.4를 만족함을 확인하 다[6]. 블라인

드 Open의 경우 직사 에 의한 불쾌감을 유발하므로 자

연 이 강하게 유입되는 시간에는 제어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Case 2, 6의 경우 블라인드의 슬랫 각도가 거의 닫힌 

형태로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자연 이 은 것을 확인하

다. 계산된 균제도는 -60°일 경우 0.41, +60°일 경우 

0.59로 계산되었다. 블라인드 슬랫 각도가 -60°일 경우 태

양의 일사방향과 동일하여 창문에 가까운 치는 상

으로 밝기 때문에 낮은 균제도를 기록하 다. Case 6의 

경우 슬랫 각도가 태양의 일사방향의 역방향이므로 부

분의 자연 이 차단되어 은량의 자연 이 균일하게 유

입되었음을 확인하 다.

   Case 3은 Case 2와 같이 슬랫 각도 방향이 태양의 일

사방향과 동일하여 직사 이 실내로 유입되었다. 한 계

산된 균제도는 0.52로 Case 2의 경우보다 높았다. 

   Case 4는 블라인드의 개폐면 이 가장 넓으므로 실내

로 유입되는 량이 Case 1 다음으로 많았다. 한 균제

도는 0.59로 밝은 자연 이 공간에 균일하게 유입되었음을 

확인하 다.

   Case 5는 실험 Case  가장 높은 균제도인 0.65를 기

록하 다. Case 4보다 평균조도는 낮았지만, 균제도 측면

에서 더욱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 슬랫 각도가 

태양의 일사방향과 반 방향이기 때문에 슬랫에 반사된 

자연 이 유입되어 밝고 편안한 분 기 연출이 가능하다.

(그림 3) 슬랫 각도별 평균조도, 력량, 균제도

   논문에서 제시하는 최소 균제도는 0.4로 작업 수행시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최소한의 조도비를 말한다. 모든 실

험 Case의 경우 균제도 0.4를 모두 충족시켰지만 은량

의 일사량 유입으로 3m 이후 공간에 해 정조도에 도

달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 다. 문제해결을 한 방안

으로 테스트베드에 설치된 LED조명을 사무공간의 정조

도수치인 500lux로 제어하여 체공간의 균제도를 0.4이상

으로 유지한다. 조명으로부터 소비된 력량을 합산하여 

블라인드 슬랫 각도별 력량을 산출한다. LED조명

으로부터 된 력량은 <표 4>와 같다.

슬랫

각도
운량

평균

균제도

평균

조도

(lux)

 

력량

(W)

Case 1 Open 5.6 0.56 618 1,385

Case 2 -60° 1.6 0.41 94 2,277

Case 3 -30° 2.9 0.52 408 1,586

Case 4 0° 3.0 0.59 414 1,548

Case 5 +30° 5.1 0.65 285 1,759

Case 6 +60° 1.5 0.59 147 2,106

<표 4> 실험 Case별 데이터(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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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라인드 슬랫 각도에 따라 실내로 유입된 자연  평

균조도와 목표조도에 부합하기 한 LED의  력량

을 기 으로 분석하 다. 평균 균제도가 가장 우수한 

Case 5의 경우 평균조도는 285Lux이며  력량은 

1,759W로 산출되었다. Case 1의 경우 슬랫 각도 제어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제외하 다. 슬랫 각도가 0°일 경우 

평균조도가 414Lux로 가장 높았으며, 산출된  력량

은 1,548W로 가장 었다. 한 슬랫 각도가 +60°일 경우 

평균조도가 94Lux로 가장 낮았으며,  력량은 

2,277W로 가장 높았다.

4. 결론

   본 논문은 사무공간 내 재실자에게 균질한 빛 환경을 

제공하기 해 블라인드의 슬랫 각도를 제어하여 균제도

를 평가하 으며, 블라인드의 슬랫 각도는 각각 Open, 

-60°, -30°, 0°, +30°, +60°의 6가지 Case로 나 어 실험하

다. 균제도는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맑은 날 6일을 선

택하여 일출부터 일몰까지의 조도를 측정한 후 산출하

다. 평가 결과, 블라인드의 슬랫 각도 +30°이 균제도 0.65

로 가장 높은 값으로 확인되었다. 한 테스트베드 공간에 

500lux의 목표조도를 설정하여 LED 조명에 하루동안 소

모되는 력량을 산출한 결과, 슬랫 각도 0°가 가장 은 

력량 1,548W로 산출되었으며, 균제도가 가장 높은 슬랫 

각도 +30°의 력량은 1,759W로 산출되었다. 따라서 슬랫 

각도 0°의 경우 소비되는 에 지량은 +30°에 비해 약 

12% 감할 수 있었으나 균제도는 9% 하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향후에는 실내로 유입되는 주 의 균제도와 

DGI(Daylighting Glare Index)를 함께 평가하여 작업공간 

내 재실자의 시쾌 성을 만족시키면서 조명 에 지 비용

을 감할 수 있는 블라인드의 최  슬랫 각도를 도출하

기 한 연구와 이를 기반으로 시간 별 지능  제어가 

가능한 시스템 연구가 진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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