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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llumination in church building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making workship space more suitable for divine

service. As time has changed, however, the worship space of Protestantism is no longer somber and reverent,

but changing into practical and multipurpose space with bright and colorful image. This study investigates intensity

of illumination of worship space during day and night respectively and figures out the change of psychological

change of congregation in accordance with brightness and color temperature in worship space in order to find out

preference and look into the usage and change of illumination in recent Protestantism in compliance with the

needs of the time and influence. Then, result value is to be compared to Korean Standard intensity of

illumination. Also, the correlation between intensity of illumination and color temperature by Kruithof's curve theory

is used to identify the comfortableness of the worship space during day and nigh.And it is a common task of

space designers and pastors to map out the worship space in terms of illumination suitable for its own purpose

with even more modern and Korean sensibility and to create spiritual space for worshippers by collecting opinions

from congregation, the main user of the space. With appropriate usage of illumination in Protestantism worship

space, the atmosphere and purpose of worship can be enhan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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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교회건축에 있어서의 빛1)은 예배의 목적에 적합한 예

배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이러한 빛은 개신교 예배공간에서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엄숙하고 경건한 분위기의 공간에서 벗어나 현대에는 실

용적, 다목적의 밝고 화려한 감성을 자극시키는 방향으

로 다채롭게 변화하고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최

근 개신교 예배공간의 빛의 활용이 시대적 요구와 영향

에 대해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통해 예배공간에서 광원의 특성에 따라 낮과

1) 본 연구에서 빛은 광원으로 자연채광과 인공광을 뜻한다.

밤의 조도를 조사하고 회중들이 예배공간에서 밝기와 색

온도에 따른 분위기를 심리적으로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를 파악하여 선호도를 조사한다. 조도와 색온도의 관계

를 Kruithof’s curve 이론에 대입시켜 낮과 밤에 예배 공

간이 쾌적한 공간으로 연출되고 있는지 파악하여 제안하

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채광방식과 창의 재료에 따른 채

광 효과를 파악하고 인공광의 사용 현황과 선호도에 따

른 조명방식에 대해 파악함이 목적이다.

1.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서울지역 교회건축 중 2010년

이후에 신축 또는 리모델링한 중·소형 교회 중에서 자연

채광이 들어오는 5곳의 교회로 논문 및 단행본, 전문잡

지에 실린 교회를 중심으로 대상을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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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을 위한 대상 공간 조도 및 색온도 측정 시간

대는 예배 시간에 해당하는 오전11시～12시와 일몰 후

저녁 6시～7시이며, 주로 ‘맑은 날’에 해당하는 외부 조

도 80,000～100,00lx의 천공상태에서 측정하였다. 사계절

중 겨울에 해당하는 12월에 측정하였다.

조도 및 색온도 계측기는 미놀타 CL-200를 사용하여,

강단은 바닥면에서 수평면 1.7m, 회중석은 앉은 눈 높이

1.2m의 위치에서 측정하였다. 그리고 KS 평균조도 산출

법 중 5점법으로 산출하였다.

설문조사 대상자는 총 250명으로 남녀 각각 25명, 20

대, 30대, 40, 50대, 60대 각각 10명, 교회별 총 50명이다.

2. 개신교 예배공간과 빛의 이론적 고찰

2.1. 개신교 예배공간

예배공간의 의미는 예배라는 형식을 통하여 이루어진

다. 즉 예배의식을 수행하는 공간으로서 성경을 읽고, 기

도와 찬송으로 절대자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는 공

간이다.

기독교 교회의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신자들은 어느 곳

(들판이나 지하묘지, 강변, 가정, 감옥, 배, 비행기 등)에

서 예배를 드렸다. 어떠한 장소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기독교의 근본적인 원칙이다. 그러나 통상

적으로 기독교인은 예배를 위한 장소를 가지고 있었으

며, 그 결과 성막, 성전, 회당, 성당 그리고 강당 등 통상

적 처소가 생겨나게 되었다.2)

예배공간의 공간구성을 살펴보면 대부분 주된 부분이

2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회중들이 앉게 되는 회

중석(Nave)과 강단 부분이 그것이다. 회중석과 강단을

합쳐서 예배공간(Sanctuary)이라 한다.3)

2.2. 빛의 이해

빛은 자연광과 인공광으로 구분된다.   

(1) 자연채광

자연 조명에는 태양, 달, 별, 생물발광 등에 의한 빛이

있으나, 태양만이 조명 광원으로 쓰이고 이를 보통 자연

광이라 한다. 태양으로부터 방사되어 지구 지표면에 직

접 도달하는 대부분의 빛인 직사일광과 직사일광이 대기

와 구름에 의해 산란된 확산광인 천공광, 직사일광과 천

공광이 지면이나 건물 등에서 반사된 빛인 지물 반사광

이라고 한다. 직사일광, 천공광, 지물 반사광을 합해 주

광이라고 하고, 주광을 이용하여 물체나 주변의 사물을

2) Robert E. Webber, 예배의 역사와 신학, 정장복 역,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 출판국, 1988

3) 유보영, 한국 대형교회 예배공간의 특성,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조명하는 것을 주광조명이라 한다. 그러나 직사일광은

계절이나 시각, 날씨에 따라 변동이 심하므로 건물의 채

광계획에서는 원칙적으로 천공광을 광원으로 사용한다.4)

자연채광 개념은 건물 외피를 이용한 주광유입으로,

건물의 형태를 조정하여 어떤 지점에 필요한 작업조명이

나 배경조명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연채광은 쾌적한 시환경을 위해 다른 조명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건물 내의 필요한 부분에 훌륭한 시각적 효

과와 안락함을 위한 충분한 대비효과와 적절한 양의 빛

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5)

(2) 인공광

인공광으로는 형광등, 네온, 촛불, 성냥불 등 매우 다

양한 종류가 발명 되었다. 사람의 생활과 활동에 도움이

되게 할 목적으로 발명된 인공광은 현대 예술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으며 다른 어떤 소재보다 조

형적인 면에서 보다 직접적으로 사람들의 감각에 영향을

주게 되었다.6)

조명 계획은 실내 계획 전반의 이미지와 목적에 따라

전개되어야 하며 각 실의 성격과 용도에 알맞은 기능과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 분석하여야 한

다. 실내에서의 행위 유형과 가구 배치에 따라 적절한

조명 방식을 선택하고 빛의 밝기, 광원의 위치 등은 실

내 분위기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폭 넓게 검토

하여야 한다.7)

조도란 어떤 면이 받는 빛의 세기를 그 면적에 비치는

광속으로 나타낸 양으로 빛의 밝기를 의미한다. 즉 입사

하는 빛의 면적밀도이다. 그 단위로는 ‘lx(룩스)’이다.8)

활동유형
조도

분류
조도범위

어두운 분위기 중의 시식별 작업장

어두운 분위기의 이용이 빈번하지 않은 장소

어두운 분위기의 공공장소

잠시동안의 단순 작업장

시작업이 빈번하지 않은 작업장

A

B

C

D

E

3-4-6

6-10-15

15-20-30

30-40-60

60-100-150

고휘도 대비 혹은 큰 물체 대상의 시작업 수행

일반휘도 대비 혹은 작은 물체 대상의 시작업 수행

저휘도 대비 혹은 매우 작은 물체 대상의 시작업 수행

F

G

H

150-200-300

300-400-600

600-1000-1500

<표 1> KS조도분류와 일반활동 유형에 따른 조도값

[비고] 조도범위에서 왼쪽은 최저, 밑줄친 중간은 표준, 오른쪽은 최고조도이다

4) 김소연, LED조명광원의 색온도 특성에 따른 감성평가에 관한 연

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5) 김광우, 자연 채광 방식의 개념, 태양에너지학회, 1993

6) 박숙경, 섬유미술에 있어서 인공광의 표현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

교 석사학위논문, 1997

7) 김상권, 인테리어 디자인, 미진사, 2001

8) 임만택, 건축환경학, 보문당,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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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조도와 색온도의 관계

종교 집회 장소

건축적으로 풍부한 실내 장식이 있는 좌석에서의 독서 E

현대적이고 실내 장식이 단순한 좌석에서의 독서 F

엔센트 조명 독서의 3배 정도

건축 조명 독서의 25% 정도

<표 2> 한국KS 조도기준에 의한 종교 집회 장소의 조도 기준

색온도는 광원의 색보임을 수치적으로 나타낸 값으로

어느 온도에서의 흑체의 광색과 어떤 광원의 광색이 동

일할 때, 그 흑체의 온도를 가지고 광원의 광색을 표시

하는 것을 말하며 단위는 K(캘빈)을 사용한다.9)

다음 그림은 여러 광원의 색온도를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 1> 광원의 색온도

오른쪽 <그림 2>는

kruithof(1941)10)가

조도와 색온도의 관

계를 조사하여 도출

하였다. 높은 조도에

서는 색온도가 높아

야 시각이 편안함을

느낀다. 반대로 낮은

조도에서는 낮은 색

온도가 편안하다.

2.3. 개신교 교회 예배공간의 빛

일반적으로 예배당은 예배와 기도의 장소로서 전체적

으로 그리 밝지 않고 어느 특정 부분에만 환하게 비추는

것이 하나의 정설화 되어 왔다. 그러나 예배의식의 변천

과 함께 예배당에서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고 설교를

듣는 시간이 많아지게 됨에 따라 예배당의 조명 특히 조

도에 관심이 기울여지게 되었다. 예배당의 예배 분위기

창출과 함께 건축 조형물의 상징성을 높이기 위하여 예

배당 조명은 깊이 있게 다뤄져야 한다.11)

9) 원슬기·박병철·최안섭, 사례연구를 통한 고령자 주거시설의 조명현

황 분석,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논문집, 2006

10) A.A. kruithof: Tubular Luminescence lamps for general illumination,

Philips Technical Review 6, 1941

11) 전재춘, 빛과 음향이 예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신학대

학교 석사논문, 1992

3. 사례 분석 및 분석의 종합

3.1. 대상사례분석

본 연구의 선정된 공간 개요는 다음과 같다.

교회 사진 위치 년도 규모 천장고

아현

교회

(A)

마포구

아현동

2011년

(리모델링)
1027㎡ 8,200mm

상계

광림

교회

(B)

노원구

상계동

2011년

(리모델링)
1250㎡ 7,800mm

동신

교회

(C)

종로구

창신동

2011년

(리모델링)
1193㎡ 4,800mm

서부

교회

(D)

은평구

연서로

2011년

(신축)
1287㎡ 6,700mm

공덕

교회

(E)

마포구

공덕동

2010년

(신축)
1890㎡ 13,000mm

<표 3> 조사 대상 개요

다음 <표 4>는 본 연구의 교회별 강단과 회중석의 조

도 및 색온도 현황이다. 그 중 C교회가 가장 밝은 것으

로 빛의 유입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 수 있다. 교회 예

배공간의 강단의 밝기는 회중석의 밝기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그 이유로는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특

수조명에 해당하는 광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간 대상 교회별 조도 현황 대상 교회별 색온도 현황

강

단

회

중

석

<표 4> 대상 교회별 조도 및 색온도 현황

다음 <표 5>는 재료에 따른 채광효과이다. 유리재료

를 사용하는 B, C교회가 스테인드 글라스재료를 사용하

는 A, D, E교회보다 빛의 유입이 더 많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C교회의 강단은 창문이 없으나 회중석의 창문

에서 빛의 유입이 많아서 낮과 밤의 조도 차이가 많으

며, B교회의 강단은 창문으로 빛의 유입이 있으나 회중

석은 창문이 없으므로 빛의 유입이 없어서 낮과 밤의 조

도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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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교회별 재료에 따른 조도 현황

강

단

회

중

석

<표 5> 재료에 따른 조도 현황

다음 <표 6>은 교회 예배공간을 공간별로 분류하여

각 공간마다 조도 및 색온도의 특성을 분석할 수 있기

위함이다. ‘가’는 회중석의 앞, ‘나’는 회중석의 좌측, ‘다’

는 회중석의 중앙, ‘라’는 회중석의 우측, ‘마’는 회중석의

뒤이다.

분류 대상 교회 공간별 조도 현황

A

B

C

D

E

<표 6> 공간별 조도 및 색온도 현황

3.2. 대상 조도와 색온도의 관계 분석

다음 <표 7>은 각 대상 교회의 예배공간에서 Kruithof’s

curve 이론에 따른 강단 공간의 조도와 색온도의 관계

현황이다. 낮의 그래프를 보면 B교회와 D교회가 조도가

높은 반면에 색온도가 낮음으로 쾌적한 공간에서 벗어났

다. 그러나 밤의 그래프를 보면 빛의 유입이 적음으로

조도가 낮아지면서 쾌적한 공간에 근접한 것을 파악할

수 있다.

공간 분류 조도와 색온도의 관계

강단

낮

밤

<표 7> 강단 조도와 색온도의 관계 분석

다음 <표 8>은 각 대상 교회의 예배공간에서 Kruithof’s

curve 이론에 대입한 회중석의 조도와 색온도의 관계

현황이다. 낮의 그래프를 보면 모든 교회가 쾌적한 범위

안에 있다. 그러나 밤의 그래프를 보면 빛의 유입이 적

음으로 인해 C교회 조도가 낮아짐과 동시에 색온도가

낮아지면서 쾌적한 공간에서 조금 벗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공간 분류 조도와 색온도의 관계

회중석

낮

밤

<표 8> 회중석 조도와 색온도의 관계 분석

다음 <표 9>는 자연채광과 인공광의 특성을 파악한

후 낮과 밤의 조도 및 색온도 측정값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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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빛 분류 A B C D E

강

단

자

연

채

광

자연채광

유입 없음
방향 서향 서향

창이 있으나

스크린을 이

용하여 채광

효과 없음

동향

위치 측창 천창 측창

크기 2,500x400 700X2,500 800X5,700

재료
스테인드

글래스
투명 유리

스테인드

글래스

인

공

광

광원
할로겐/

삼파장

삼파장/

메탈

할라이드/

롱핀

형광등/

삼파장

삼파장/

메탈

할라이드/

롱핀

삼파장/

형광등

배광

(형태)

직접조명

(다운라이트/

스포트라이트)

직접조명/

무대조명

(다운라이트/

스포트라이트)

직접조명

(광천장,

업라이트)

직접조명/

무대조명

(다운라이트/

스포트라이트)

직접조명/

간접조명

(다운라이트/

코니스조명)

조도/

색온도

낮/밤

653/ 3,587

589/ 3,296

2208/ 3,469

1474/ 3,354

3240/ 4,765

1413/ 3,982

1994/ 3,545

1696/ 3,539

1387/ 3,923

934/ 3,857

회

중

석

자연

채광

자연채광

유입 없음

방향 북향 남향 남향/ 북향 동향

위치 측창 측창 측창 측창

크기

300x300

(6EA)

1000X700

(4EA)

800X3,000

(14EA)

500x500

(10EA)

6,700X2,300

800X2,200

(6EA)

재료
스테인드

글래스
불투명 유리

스테인드

글래스/

투명 유리

스테인드

글래스

인공

광

광원 삼파장
LED/

형광등

메탈

할라이드/

형광등/

백열등

삼파장/

메탈

할라이드

삼파장/

백열등

배광

(형태)

직접조명

(샹들리에,

벽부등)

직접조명/

간접조명

(직부등,

코니스조명)

직접조명/

(다운라이트,

월워셔,

샹들리에)

직접조명

(다운라이트)

직접조명/

직접조명

(다운라이트

/ 벽부등)

조도/

색온도

낮/밤

340/ 3,894

278/ 3,417

1,255/ 4,265

1,149/ 4,100

2,099/ 4,454

428/ 2,753

966/ 4858

716/ 4,600

890/ 3,785

623/ 3,440

<표 9> 사례대상 종합 분석

3.3. 설문조사 분석의 종합

본 설문조사에 의하면 현재 출석하는 교회 빛 밝기의

역할에 대해 대체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풀이

된다.

빛(밝기)의 역할 중요도

<표 10> 빛의 역할

본 설문조사에 의하면 현재 출석하는 교회 조명색에

의한 조명 효과에 대해 대체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명색에 의한 조명 효과의 중요도

<표 11> 조명색에 의한 조명 효과

다음 <표 12> 대상 교회별 밝기의 의견이다. 현재 출

석하는 교회 예배공간의 조도에 대해서 교회 ‘전체의 평

균 5%가 매우 밝다, 50%가 밝다, 40%가 보통이다, 5%

가 밝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었다. 빛의 유입이 많은

낮 예배가 더욱 밝게 느끼고 있었으며, 강단에 비하여

회중석을 밝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간 분류 대상 교회별 밝기의 의견

강단

낮

밤

회중석

낮

밤

<표 12> 대상 교회별 밝기의 의견

다음 <표 13>은 대상 교회별 밝기의 선호도이다. 현

재 출석하는 교회 예배공간의 밝기에 대해서 교회 ‘전체

의 평균 52%가 밝다, 41%가 보통이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었다. 그 중 78.2%가 현재 예배공간의 밝기를 유지하

고 싶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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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분류 대상 교회별 밝기의 의견

강단

낮

밤

회중석

낮

밤

<표 13> 대상 교회별 밝기의 선호도

설문조사 결과 앞좌석에는 주로 연령대가 높은 성도들

이 앉았으며 앞 공간이 다른 공간에 비해 밝음에도 불구

하고 특히 60대 이상의 성도들은 성경을 읽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강단과 회중석의 밝기가 조금 더 밝아지기를 선호

하였다. 그리고 주로 뒷좌석을 선호하는 20대 연령층은

뒷좌석의 밝기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성도 좌석의 밝기는

조금 더 어두워지고, 상대적으로 강단의 밝기는 조금 더

밝아지기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설교

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위해서 강단의 밝기가

더욱 밝은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간 조사 대상 연령별 밝기의 선호도

강단

회중석

<표 14> 연령별 밝기의 선호도

다음 <표 15>는 대상 교회별 조명색에 의한 분위기

의견이다. 출석하는 교회의 예배공간 분위기에 대해 따

뜻함을 느끼고 있었다. 각 교회별 색온도와 비교하여 보

면 C교회가 가장 낮은 색온도 수치로 가장 따뜻한 계열

의 광원을 사용하고 따뜻한 분위기가 연출되었음에도 불

구하고 가장 차가운 분위기를 느끼고 있었다. 그 이유로

는 바라보는 강대상의 색온도가 다른 교회에 비하여 현

저히 높게 나타났음으로 현재 회중석 공간보다 강단을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 심리적으로 느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교회별 조명색에 의한 분위기 의견

<표 15> 조명색에 의한 분위기 의견

다음 <표 16>은 대상 교회별 조명색에 의한 분위기

선호도이다. 현재 전반적으로 따뜻한 분위기로 느끼고

있었으나 더욱 더 따뜻한 예배공간 분위기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그리고 차가운 분위기를 선

호하는 대답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 교회별 조명색에 의한 분위기 선호도

<표 16> 조명색에 의한 분위기 선호도

3.4. 사례분석의 개선안

다음은 A교회 현황사진 및 제안사진이다.

Kruithof’s curve 이론에 대입해 본다면, 강단의 색온

도 3,587K, 조도 654lx은 쾌적한 공간으로써 적정한 색온

도를 사용되고 있음으로 현재 그대로 유지 하도록 한다.

회중석의 색온도 3,894K은 따뜻한 계열의 삼파장 램

프,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LED 램프, 할로겐 램프를

보강하여 3,000K～3,500K으로 낮추어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

낮 밤

현재

사진

제안

사진

<표 17> 사례분석의 개선안-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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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 18>은 B교회 현황사진 및 제안사진이다.

Kruithof’s curve 이론에 대입해 본다면, 강단의 색온

도 3,4697K, 조도 2,208lx은 쾌적한 공간에서 벗어남으로

4,000K 색온도가 나올 수 있도록 차가운 계열의 에너지

를 절약할 수 있는 LED램프, 형광 램프를 보강하여 쾌

적한 공간으로 연출한다.

회중석의 색온도 4,265K은 따뜻한 계열의 삼파장 램

프,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LED 램프, 할로겐 램프를

보강하여 3,500K～3,800K으로 낮추어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

낮 밤

현재

사진

제안

사진

<표 18> 사례분석의 개선안-B

다음 <표 19>는 C교회 현황사진 및 제안사진이다.

강단의 색온도 4,765K은 4,000K 색온도가 나올 수 있

도록 따뜻한 계열의 삼파장 램프,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LED 램프, 할로겐 램프를 보강하여 따뜻한 분위기

로 연출한다.

회중석의 낮 색온도 4,454K은 따뜻한 계열의 삼파

장 램프,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LED 램프, 할로겐

램프를 보강하여 4,000K으로 낮추어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

낮 밤

현재

사진

제안

사진

<표 19> 사례분석의 개선안-C

다음 <표 20>은 D교회 현황사진 및 제안사진이다.

Kruithof’s curve 이론에 대입해 본다면, 강단의 색

온도 3,545K, 조도 1,994lx은 쾌적한 공간에서 벗어남

으로 4,000K 색온도가 나올 수 있도록 차가운 계열의 에

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LED 램프, 형광 램프를 보강하

여 쾌적한 공간으로 연출한다.

회중석의 색온도 4,8858K은 따뜻한 계열의 삼파장 램

프,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LED 램프, 할로겐 램프를

보강하여 3,500K으로 낮추어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 

낮 밤

현재

사진

제안

사진

<표 20> 사례분석의 개선안-D

다음 <표 21>은 E교회의 현황사진 및 제안사진이다.

Kruithof’s curve 이론에 대입해 본다면, 강단의 색온도

3,923K, 조도 1,387lx은 쾌적한 공간으로써 적정한 색온도

를 사용되고 있음으로 현재 그대로 유지 하도록 한다.

회중석의 색온도 3,857K은 따뜻한 계열의 삼파장 램

프,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LED 램프, 할로겐 램프를

보강하여 3,500K으로 낮추어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

낮 밤

현재

사진

제안

사진

<표 21> 사례분석의 개선안-E

4. 결론

상기와 같이 수행된 개신교 예배공간에서의 조도, 색

온도, 광원의 특성에 따른 예배공간의 분위기에 대한 결

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사례를 통한 개신교 예배공간의 조도

특성을 보면, 목회자의 설교 위치를 중심으로 강단의 평

균 조도는 낮 1,886lx, 밤 1,221lx이고, 회중석의 중앙 평

균 조도는 낮 1,110lx, 밤 639lx로 나타났다. D교회의 회

중석은 1,340lx로 매우 만족도가 높았다. 1998년 한국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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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도기준 중 종교 집회장소의 조도와 비교해 보면 본 연

구에서와 같이 예배공간의 조도는 현저히 높게 사용됨을

알 수 있다. 최근 높게 나타나게 된 이유는 본질적인 예

배 목적만이 아니라 결혼식, 콘서트 등의 행사를 함으로

써 예배공간 밝기가 기준치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본 연구의 개신교 예배공간의 색온도 특성은,

목회자의 설교 위치를 중심으로 강단의 평균 색온도는

낮 3,858K, 밤 3,606K이고, 회중석의 중앙 평균 색온도

는 낮 4,262K, 밤 3,662K로 나타났다. 이렇게 빛의 유입

이 되는 낮의 색온도는 밤의 색온도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본 연구의

회중들은 현재 예배공간의 분위기에 대해 62%는 따뜻

한 분위기이다, 31%는 중간이다, 7%는 차가운 분위기이

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었다. 그 중 남성은 58%가 현재

분위기에 대해 만족하고 있으며 42%가 더 따뜻한 분위

기를 선호하였고, 여성은 35%가 현재 분위기에 대해 만

족하고 있으며 65%가 더 따뜻한 분위기를 선호하는 것

으로 조사 되었다.

셋째, 본 연구의 개신교 예배공간의 광원 특성은, 따뜻

한 계열의 삼파장 램프와 할로겐램프를 사용한 경우가

3,296K으로 색온도가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차가운 계

열의 LED램프, 메탈 할라이드 램프, 삼파장 램프, 형광

등 램프를 사용한 경우 약 45,00K으로 높은 색온도가 나

타났다.

창의 채광 방식은 측창을 주로 사용하였고, 창의 재료

는 80%의 교회가 스테인드글라스이며, 측창 방식과 불

투명유리를 사용한 경우가 매우 채광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조명기구 방식은, 다운라이트와 직부등은 주조

명으로, 팬던트와 벽부등은 보조조명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간접조명 및 반간접조명을 직접조명과 함께 사용

되었을 때 가장 만족도가 높으며, 눈부심이 적고 조도가

균일하여 등기구의 사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조명방식

이다.

넷째, 이상의 본 연구의 한국 개신교 예배공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1) 회중석의 조도는 500-1,000lx, 강단의 조도는 설교

에 집중할 수 있도록 회중석의 2배에 해당하는 1,000-

2,000lx로 제안한다.

2) 회중석의 색온도는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

도록 3,000-3,500K, 강단의 색온도는 Kruithof’s curve 이

론에 근거하여 높은 조도에서 쾌적한 공간을 연출할 수

있도록 3,500-4,000K로 제안한다.

3) 회중석의 광원은 Kruithof’s curve 이론에 대입해

본다면, 500-1,000lx에서 쾌적함을 느낄 수 있는 색온도

3,000-3,500K이 나올 수 있도록 따뜻한 계열의 광색을

갖고 있는 램프를 선택하고, 강단은 1,000-2,000lx에서 쾌

적함을 느낄 수 있는 3,500-4,000K의 색온도가 나올 수

있도록 온·냉백색 램프를 선택한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수명이 긴 삼파장 램프와 적색, 온·냉백색을 갖추고 있으

며,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LED 램프를 함께 사용하

여 색온도 3,000-4,000K이 나올 수 있도록 제안한다.

향후 빛에 관한 개신교 예배공간의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조건에서 어떻게 현대적이고 한국적인 감성으로 공

간을 구축하여 예배공간이자 영성공간으로 창출할 것인

지는 공간 디자이너와 목회자들이 함께 설계하고 공간의

주사용자인 회중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통 과제이다.

개신교 예배공간에서 적절한 빛 활용을 통한 예배의 목

적과 적합한 분위기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토대

로 교회가 활용할 수 있어야 함이 기본적인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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