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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the use of various visual materials is increased in education facilities. Conventional controls of lighting environment 

have developed to find the appropriate conditions for work on the desk. But those could interfere with watching the screen in the 

classroom using visual materials. Especially, the use of a beam projector is greatly increasing in lecture rooms of university, but 

there are no proper guidelines, standards and criteria of design.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provide the prefer illuminance level 

and illuminance distribution for the visual comfort in the classroom equipped with a screen and a beam projector. The 

illuminance was measured on five conditions commonly came out in the classroom. The surveys on the visual comfort were 

conducted to identify which the visual condition is good for studying. From the results of the surveys, it is known that the 

illuminance of the rear side of the classroom is higher than that of the front for the good vision. Also, the ratio of the maximum 

illuminance to the minimum within a screen is 1:3 or 1:4 for the good lighting environment to read the characters on the sc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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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목 1)

최근 멀티미디어산업이 발 하면서 교육시설에도 다양

한 시청각 기자재들이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다. 등학교

에서부터 학교에 이르기까지 교육시설의 각 실마다 기

본 으로 컴퓨터가 설치되어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제작

된 다양한 동 상  리젠테이션을 통한 교육이 실시

되고 있다. 

기존의 교실에서는 칠 의 씨나 책상 에 놓여있는 

책의 씨가 잘 보이도록 빛환경을 조성하 다. 그러나 

칠  신 스크린과 빔 로젝터을 사용하는 교실에서는 

기존의 빛환경 조건이 스크린의 씨를 보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기존 교실의 조명환경을 재검토하여 

스크린과  빔 로젝터 사용에 합한 조명환경으로 개선

해야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학교의 경우 리젠테이션을 통한 강의가 많아

지면서 빔 로젝터의 사용빈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스크

린  그 주변, 책상 의 정 밝기 등에 한 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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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 쾌 한 조명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더라도 그 방법을 

찾기가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빔 로젝터을 사용

하는 학 강의실의 정조도 수 을 검토하여 빔 로젝

터 사용에 합한 강의실 정 조도  조도분포를 제안

하고자한다.

2. 연구동향

국내 교육시설의 실내 빛환경에 한 연구는 주로 교

실의 반 인 환경 평가를 한 연구의 일환으로, 김미

섭1), 나수연2) 등의 논문과 같이 부분 으로 연구가 이루

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김미섭의 논문은 등학교 교실에 

용가능한 환경친화 인 개선조건 고찰  설계방법 제

안을 목 으로 시뮬 이션을 통해 개선안의 효과를 검증

하 다. 이 논문에서는 빛환경 개선을 해 선반을 이

용하여 자연채  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제안하 다. 

나수연의 논문은 교실 환경을 건강하고 쾌 하게 개선

하기 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기존 학교시설의 실내

환경의 주요 문제  악  쾌석성에 미치는 주요 변수

1) 등학교 단 교실 디자인의 환경친화  개선방향에 한 연구, 

김미섭, 박지수, 이승환, 이선 , 한건축학회 논문집, 22(5), 2006

2) 제주지역 등 학교시설의 실내 환경성능 평가에 한 연구, 나수

연, 박진철, 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23(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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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도출하 다. 장실측  교사를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으며, 그 결과 빛환경은 다른 요소에 비해 만족

도가 비교  높았으나 주 율  휘 등의 문제가 발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국내교육시설에 한 빛환경 연구는 등학교 

교실 체의 환경 평가가 주목 이었다. 빛환경에 해서

는 간단한 조도 측정을 통해 실내 평균 조도  주 율 

등을 기 과 비교하거나 시뮬 이션을 통해 계획안의 효

과를 검증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한 멀티미디어 기기 

사용할 때 등 다양한 학습 환경에서의 빛환경에 한 고

려가 부족하 다. 

멀티미디어 기기를 이용한 빛환경에 한 연구로는 주

로 컴퓨터 작업을 하게 되는 사무공간에 한 연구가 

부분이었다. VDT(Visual Display Terminal) 사무 공간의 

조명의 질  권고기 에 한 연구로서 GR Newsham3)

의 연구는 조도와 휘도의 측정을 통해 컴퓨터를 주로 사

용하는 사무실 환경에서 한 조도 수 , 주변과의 조

도차 등에 한 기 치를 제시하 다. 

한 T More4)의 연구는 사무실 조명의 질  개선을 

목 하 다. 실내조도 변화를 측정을 통해 사무소의 

한 조명 패턴  수 을 기 과 비교하고 거주자의 만족

도에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이 연구에서는 질 으

로 개선을 한 방법으로 사용자 조명제어시스템을 활용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컴퓨터와 같은 VDT 환경의 사무소 공간에 한 연구

는 국내외 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었으나 주로 컴퓨터 

사용 환경에 한 내용이었으며, 교육공간에 한 연구는 

아직 많이 부족한 수 이었다. 송규동5)의 연구는 그  

멀티미디어 교육환경에 한 연구로 한 조명 설계 

 평가 방법의 제안을 목 으로 하 다. Radiance 로그

램을 이용한 시뮬 이션을 통해 기존실을 상으로 개선

안을 평가하 다. 실제 로젝트에서 기단계부터 정확

한 시뮬 이션을 통해 다양한 설계안  최  안을 찾

아냄으로써 에 지 약 이면서도 다양한 용도의 시작

업에 합한 조명설계 방법을 제안하 다. 

멀티미디어를 사용하는 교육공간에 한 국내 연구는 

아직 시뮬 이션을 활용한 조명 설계  평가 방법의 제

안에 한 연구로, 실제 교육공간에서 실사용자가 느끼는 

주 인 조명환경의 질에 한 연구가 아직 부족하다. 

3. 강의실의 조명물리량 측정  주  반응 조사

3) GR Newsham, JA Veitch, Lighting quality recommendations for 

VDT offices: a new method of derivation, Lighting Research and 

Technology. 33(2), 2001

4) T More, DJ Carter, AI SIater, A qualitative study of occupant 

controlled office lighting, Lighting Research and Technology, 

35(4), 2003

5) 래디언스 로그램에 의한 다용도 멀티미디어실의 조명설계  

평가, 송규동, 고 주, 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20(10), 2004

본 연구는 빔 로젝터를 이용하는 강의실의 정 조도 

수  평가를 목 으로 조도 분포에 한 물리  측정과 

사용자의 쾌 성에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학교

의 일반 인 강의실로, 빔 로젝터를 사용하는 경우를 

상으로 하 다. 

조명물리량은 강의실 내 평균조도와 조명기구의 분포

에 따른 스크린  작업면의 조도를 측정하여 기 에 따

른 조명의 질을 평가한다. 한 사용자 설문조사를 통하

여 조명에 한 만족도와 작업 성능을 측정함으로써 사

용자가 느끼는 정 조도를 평가하고자 하 다.

3.1 조명물리량 측정

빔 로젝터를 활용한 강의가 주로 이루어지는 C 학 

강의실을 상으로 하 으며, 강의실의 책상면과 스크린

의 조도를 측정하 다. 

조도측정을 하여 사용한 측정기자재는 디지털 조도

계 DX-100이며, 기자재 사양은 표 1과 같다.

모    델 디지털 조도계  DX-100

센    서
실리콘 포토 다이오드 센서 

(Silicon Photo Diode)

측정범 0～200,000 Lux (3-range)

측정정도 지시치의 ±2% ±1 digit

샘  링 0.3 /회

표1. 측정 기자재

측정 상 강의실의 평면과 조명기구의 배치는 그림 1

과 그림 2에서 보여 다. 책상은 고정식으로 정면을 향하

도록 설치되었으며, 빔 로젝터는 천장에, 스크린은 정면 

오른쪽에 설치되어 있다. 조명기구의 제어는 그림 2와 같

이 3행 2열(6개)을 스 치 하나로 ON/OFF 조작을 할 수 

있어, 총 4개의 스 치로 강의실 체를 제어하도록 되어 

있다. 그림 3과 4는 각각 강의실의 실제 경과 천장을 

보여 다. 

그림1. 상 강의실 평면  
측정지  

그림2. 조명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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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강의실 경

 

그림4. 강의실 천장

그림5. 창문 배치

강의실 조명환경의 특징 인 요소는 표 2와 같이 정리

하 다. 천장은 흰색 아미텍스이며, 벽은 흰색 페인트로 

마감되어 있으며, 바닥은 회색 인조석물갈기로 마감되어 

있다. 책상은 합 에 연갈색시트로 마감되어 있으며, 의

자는 이식으로 진한 갈색 목재이다. 조명기구는 주 색

의 32W T-8 형 등으로, 2개가 하나의 세트로 총 24세

트(48개)가 설치되어 있었다. 강의실은 서향으로 그림 5

와 같이 총 3개의 창이 있으며, 각 창에 롤스크린형의 블

라인드 2개씩 총 6개가 설치되었다. 

항목 표면색 반사율(%)

천장 흰색(아미텍스) 75

바닥 회색(인조석물갈기) 40

벽 흰색(페인트마감) 75

책상 연갈색(합 ) 30

의자 진한갈색(목재) 10

표2. 강의실 조명환경 특징

조도 측정은 서울지역 운량 평년값을 고려하여 부분

담천공상태일 경우를 측정일로 하 다. 기상청 자료에 의

하면 서울의 운량6) 평년값은 표3과 같으며, 연평균 5.1

로 나타나 주로 구름이 조  있는 부분담천공인 상태

다. 월 평균 운량은 장마와 태풍이 오는 6～8월을 제외

하고 월 평균 4～5.3으로 나타났다.

강의실의 실제 조도 측정일은 부분담천공상태의 운량

이 4.4인 12월 9일로 하 으며, 측정시간은 오  11시～

11시 30분 사이에 측정하 다. 측정일의 외부천공상태는 

표 4와 같다.

6) 체 하늘을 10으로하고 구름으로 덮여 있는 부분을 체 하늘에 

한 10분수로 표시한 것을 운량이라고 한다. 맑음(0～2), 구름조

(3～5), 구름많음(6～8), 흐림(9～10)

요소 01월 02월 03월 04월 05월 06월 연평균

운량

4.0 4.1 4.7 4.8 5.2 6.3

5.107월 08월 09월 10월 11월 12월

7.4 6.5 5.3 4.1 4.3 4.0

표3. 운량 평년값

측정일자 2008.12.9 측정시간 11:00～11:30

천공상태( 운량) 부분담천공(4.4) 외부조도(lx) 39875

표4. 측정일 외부천공상태

한 측정은 빔 로젝터를 사용할 경우에 하여 이루

어졌으며, 스크린의 수직면과 책상면에서의 수평 조도를 

측정하 다. 측정 치는 앞의 그림 1에 + 표시된 지 이

다. 각 지 은 학생들의 시각  활동이 이루어지는 책상

면을 기 으로 고정된 책상배치를 고려하여 책상의 앞, 

앙, 뒤 행과 창가쪽, 앙, 안쪽 열의 9지 을 선정하

다. 

측정 조건은 표 5와 같이 5개의 조건을 선정하 다. 각 

조건은 빔 로젝터를 사용할 경우 일반 으로 조성되는 

강의실의 조명 환경을 반 하여 결정하 다. 조건 A는 

인공조명을 모두 소등하고 블라인드를 모두 올려 자연

만을 사용한 상태이며, 조건 B는 블라인드를 모두 내려 

자연 과 인공  모두 차단한 상태이다. 조건 C는 블라인

드를 모두 내린 상태에서 강의실의 뒷부분만 인공조명을 

등한 상태이다. 조건 D는 자연 상태에서 블라인드 앞

부분만을 내린 상태이며, 조건 E는 조건 D에서 뒷부분의 

조명을 등한 상태이다.

조건 강의실 환경 상태

A 인공조명을 모두 소등하고 블라인드를 모두 올린 상태

B 인공조명을 모두 소등하고 블라인드를 모두 내린 상태

C 인공조명을 뒷부분만 등하고 블라인드를 모두 내린 상태

D 인공조명을 모두 소등하고 블라인드를 앞부분만 내린 상태

E 인공조명을 뒷부분만 등하고 블라인드를 앞부분만 내린 상태

표5. 측정 조건

3.2 주  반응 조사

빔 로젝터를 사용할 경우 조명환경에 한 만족도를 

조사하기 하여 실제 강의실을 이용하는 학생 32명을 

상으로 설문을 실시하 다. 상 인원은 학교 2학년

을 상으로 하 으며, 남학생 14명, 여학생 18명이며, 평

균연령은 23세 다. 

그림 6은 설문조사 시 강의실내 설문조사 분포인원을 

보여 다. 주로 강의실의 앞쪽과 앙에 학생들이 집해 

있었고, 그  창가쪽 앙에 체 학생의 25%로 가장 

많이 집해 있었다. 뒤쪽 에는 체의 약 15%인 5명

의 학생이 앉아 분포가 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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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측정조건 측정지

인공조명 블라인드 스크린 조도(lx) 책상면 조도(lx)

앞 뒤 앞 뒤 Max Min 비율 1 2 3 4 5 6 7 8 9 평균

A Off Off Open Open 210 102 2.0:1 469 150 101 400 162 98 627 226 123 262

B Off Off Closed Closed 117 6 18.3:1 10 10 19 10 5 3 6 5 3 8

C Off On Closed Closed 173 51 3.4:1 43 45 59 493 558 507 725 792 694 435

D Off Off Closed Open 147 35 4.2:1 19 19 34 261 90 46 587 205 99 151

E Off On Closed Open 198 78 2.5:1 53 56 69 723 610 549 1048 922 741 530

표6. 조도 측정 결과

　 창가쪽 앙 안쪽

3명 5명 4명

앞쪽 　 　 　

9.4% 15.6% 12.5%

8명 3명 4명

앙 　 　 　

25.0% 9.4% 12.5%

1명 3명 1명

뒷쪽 　 　 　

3.1% 9.4% 3.1%

그림6. 설문조사인원 분포

설문을 통해 반 인 강의실의 빛환경에 한 만족감

과 불만족할 때의 원인을 조사하 다. 그림 7에 설문지의 

견본을 보여 다. 각 조건 A～E에서 스크린의 을 읽을 

때 불편함은 없는지, 부심이 발생하지 않는지와 필기하

기에 조도가 한지에 해 조사하 으며, 그 조건의 

만족도를 조사하 다. 한 각 조건  어느 조건이 빔

로젝터를 활용한 강의환경에 합한지 조사하 다. 마지

막으로 빛환경이 사용자의 학습성취도에 얼마나 향을 

주는지에 한 설문을 실시하여, 사용자가 얼마나 빛환경

의 요성에 해서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지에 해 

조사하 다. 수집된 설문자료는 SPSS 통계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4. 결과  분석

4.1 상 강의실의 조도

표 6은 연구 상 강의실의 조도를 측정한 결과를 나

타낸다. 조건 A～E에 한 측정조건은 앞쪽과 뒤쪽의 인

공조명의 On/Off  블라인드의 사용여부에 따른다. 블라

인드를 올려 자연 이 들어오는 상태가 Open, 블라인드

를 내린 상태를 Closed라고 하 다. 

조도는 앞에서 설명한 조건 A～E에 한 스크린의 수

직면 조도와 책상면의 수평면 조도를 측정하 다. 스크린

의 조도는 최고치와 최 치를 조사하여 그 비율을 계산

하 다. 한 9개 지 의 각 수평면 조도를 측정하고, 강

의실의 평균 조도는 그 지 의 평균으로 하 다.

그림7. 설문조사지 견본

수평면 평균조도는 조건 C와 조건 E의 경우만이 300lx 

이상으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합한 것으로 나타났

다. 조건 C와 E에서는 4～9지 의 조도가 기 에 합하

으며, 스크린 바로 앞부분인 1～3지 이 기 값인 

300lx를 만족하지 못했다. 스크린의 어두운 곳과 밝은 곳

의 조도비는 시야 안에서의 최소 최  조도의 비율이 약 

20:1 이내면 합7)하다는 Newsham의 연구 결과와 비교

했을 때, 모두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8～12은 각 조건별 각 지 에 한 조도를 비교

한 그래 를 보여 다. 조건 A는 인공 을 끄고 자연채

만을 이용한 상태로 평균조도가 262lx 으며, 그림 8에

서 보여주듯이 창가 쪽으로 갈수록 조도가 높아졌다. 자

연 일 때 최 조도와 최소조도의 비율이 10  1을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는 기 에는 2.0  1로 합한 것으로 나

타났다. 이 때, 앞쪽의 조도는 101～469lx이며 뒤쪽은 앞

쪽보다 12～158lx 정도 높게 나타났다.



빔 로젝터를 사용한 강의실의 정 조도분포에 한 연구

大韓建築學 論文集 計劃系 제25권 제5호(통권247호) 2009년 5월  291

그림8. 조건 A의 조도분포

그림9. 조건 B의 조도분포

그림10. 조건 C의 조도분포

그림 9는 조건 B의 경우로 인공조명과 자연채 을 모

두 이용하지 않은 상태이며, 다른 조건의 비해 조도 수

이 매우 낮았다. 스크린 바로 앞쪽에 안쪽 지  3은 스크

린의 향으로 다른 지 에 비해 19lx로 가장 높았다.

조건 C는 자연 을 모두 차단하고 인공조명을 뒤쪽만 

등한 경우로 그림 10은 이 때 측정된 조도분포를 보여

다. 이 경우 자연 을 모두 차단되어 인공조명의 향

을 받으므로 자연 일 때 안쪽으로 갈수록 조도수 이 

낮아지는 것과 달리 앙의 조도가 창가 쪽과 안쪽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 뒷부분 조명만을 켰으므로 앞쪽을 

제외하고 앙과 뒤쪽은 기 인 300lx를 만족하고 있었

다. 앞쪽은 평균 49lx로 낮게 나타났다. 

7) GR Newsham, JA Veitch, Lighting quality recommendations for 

VDT offices: a new method of derivation, Lighting Research and 

Technology, 33(2), 2001

그림11. 조건 D의 조도분포

그림12. 조건 E의 조도분포

그림 11은 인공조명을 모두 소등하고 블라인드를 앞부

분만 내리고 뒷부분을 올린 조건 D의 조도분포를 보여

다. 앞부분의 조도는 평균 24lx로 매우 낮았으며, 뒷부분

은 평균 297lx로 300lx기 에 가까웠으나 가장 높은 값인 

창가쪽의 587lx와 가장 낮은 안쪽의 99lx와의 차이가 

488lx로 매우 컸다. 이것은 자연 의 향으로 조건 A와 

같이 뒷부분의 경우 창가 쪽으로 갈수록 조도가 높아지

기 때문이다. 

그림 12는 강의실의 뒷부분에 자연 과 인공 을 모두 

이용한 조건 E의 경우 측정된 조도분포를 보여 다. 앙

과 뒷쪽의 조도가 기 인 300lx이상이었으며, 조건 C조건

보다 체 으로 더 높은 조도분포를 보 다. 앞쪽은 평

균 59.3lx으로 나타났으며, 스크린 바로 앞 지 이 다른 

지 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른 조건에서도 마찬가지로 스

크린의 향을 받아 조 씩 더 높게 나타났다. 한 자연

의 향으로 창가쪽의 조도가 안쪽보다 높았으나 인공

조명의 향으로 안쪽의 조도가 조건 D만큼 낮지 않았

다.

4.2 주  반응

강의실을 사용하는 학생 32명을 상으로 설문를 실시

하 다. 설문문항은 사용 인 강의실 빛환경의 반 인 

만족도와 문제 , 빔 로젝터를 사용한 5가지 조건에 

한 만족도와 문제 , 빔 로젝터를 이용한 강의실의 가장 

한 환경조건, 학업성취도와의 계에 한 사항으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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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3. 강의실의 반 인 빛환경 만족도

그림14. 반  빛환경에 불만족하는 이유

강의실의 반 인 빛환경에 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그림 13와 같이 59%의 학생들이 보통이라고 응답했으며,  

6%의 학생이 만족이라고 응답하 다. 나머지 35%의 학

생들은 불만족하다고 응답하 다. 불만족한 이유로는 그

림 14와 같이 실내 밝기가 불균등하고, 칠   빔 로

젝트를 사용할 경우 조명이 부 하기 때문이라는 응답

이 가장 많았다.

빔 로젝터를 사용하는 경우 조건 A～E에 해서 스

크린의 씨를 분별이 어렵다거나 스크린을 볼 때 부

심이 발생하지 않는지에 한 만족도와 필기에 성과 

각 조건에 한 반 인 만족도를 설문조사하 다. 설문

은 5  척도로 각각의 항목에 한 만족도를 평가하도록 

하 으며, 그 결과는 그림 15～18과 같다. 

그림 15는 스크린 씨의 분별성에 한 설문조사 결

과로 블라인드를 모두 내리고 조명을 꺼서 강의실 체

를 어둡게 한 조건 B와 인공조명을 모두 끄고 블라인드

를 앞부분만 내린 상태인 조건 D의 경우가 평균 4.3 으

로 가장 씨 분별이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반 로 블라

인드를 모두 올려 자연채 만으로 하는 조건 A의 경우 

2.2 으로 다른 조건에 비해 상 으로 스크린의 씨를 

분별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스크린의 부심 정도에 한 설문 결과는 그림 16과 

같이 자연채 만을 사용한 조건 A(2.4 )를 제외하고는 

모두 보통이상으로 나타났다. 조건  부심이 어 가

장 한 것은 조건 D(3.8 )로 나타났다.

그림 17은 필기하기에 한 조건인지에 한 설문조

사 결과이다. 조건 B만 보통이하로 나타났으며, 조건 C와 

조건 E는 3.7 , 조건 D는 3.8 으로 비슷한 수 이었다.

그림 18은 반 인 빛환경에 한 만족도에 한 결

과이다. 조건 D가 평균 4.0 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

났으며, 2.2 인 조건 A만이 보통 이하로 나타났다. 

그림15. 씨 분별성

그림16. 스크린 부심

그림17. 필기 성

그림18. 빛환경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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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9. 조건별 불만족할 경우 원인

그림 19는 각 조건에 따른 강의실의 빛환경이 만족스

럽지 못한 경우 그 원인으로 생각되는 요소에 한 설문

조사 결과이다. 설문은 각 조건에 해 불만족하다고 느

낄 경우 그 게 느끼게 하는 원인을 복 선택하도록 하

다. 결과값은 원인들에 한 응답 빈도수를 각 조건별

로 구분하여 표시하 다.

블라인드를 모두 올려 자연 만을 사용한 조건 A와 블

라인드를 모두 내리고 인공 과 자연 을 모두 사용하지 

않은 조건 B가 다른 조건들에 비해 만족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 주요 원인으로는 조건 A의 경우 스크

린의 씨 분별이 어렵다는 이 빈도 11과 부심이 발

생한다는 이 빈도 9로 가장 많이 응답했다. 조건 B의 

경우는 필기하기 부 합하다는 응답이 11, 어두워서 졸립

다는 응답이 10으로 빈도수가 가장 많았다. 

조건 A～E 에서 빔 로젝트를 사용한 강의 환경에 

가장 합하다고 생각되는 조건이 무엇인지에 한 우선

순 를 조사한 결과는 그림 20과 같다. 1순 로 인공조명

을 모두 소등하고 뒷부분만 자연채 을 이용한 조건 D의 

경우, 2순 로는 인공조명을 뒷부분만 등하고 블라인드

를 모두 내린 조건 C가 가장 좋다고 응답하 다. 가장 좋

지 못한 환경은 강의실 체에 자연 을 이용한 조건 A

인 것으로 응답하 다. 

종합해보면, 조건 D는 인공조명을 모두 소등하고 블라

인드를 앞부분만 내린 상태이며, 조건 C는 인공조명을 뒷

부분만 켜고 블라인드를 모두 내린 상태로 두 조건 모두 

스크린이 있는 앞부분은 어둡게, 뒷부분은 밝게 한 조건

이었다.

 

그림20. 가장 합한 조건(우선순 )

그림21. 실내 빛환경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향

그림 21은 실내 빛환경이 학업성취도에 얼마나 요한

지에 한 설문조사 결과이다. 이 설문에서는 사용자의 

빛환경의 요성에 한 인식정도를 알아보기 해 실시

하 다. 학생  97%의 학생들이 빛환경이 학업성취도와

의 계에 있어 요하다고 응답하 으며, 그  19%는 

매우 요한 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응답하 다. 

4.3 비교분석

물리  측정 결과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의 정 조도 기

과 비교해 보았을 때, 블라인드를 모두 내린 후 뒤쪽의 

인공조명을 등한 조건 C와 조건 C에서 추가 으로 뒤

쪽의 블라인드를 올려 자연 을 도입한 조건 E의 경우만

이 평균 300lx 이상으로 기 을 만족했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앞쪽이 약 70lx 이하로 기 치를 만족하지 못했다. 

설문조사 결과는 빔 로젝터를 사용하기에 가장 합

한 조건은 1순 로 D조건이며, 2순 로 C라는 응답이 나

왔다. 두 경우 모두 강의실 앞부분의 조명을 어둡게 하고 

뒷부분을 밝게 한 상태 으나 C는 인공 원을 사용하여 

뒷부분을 밝게 한 경우이고, D는 자연 을 사용한 경우

다. 조건 C일 경우 평균조도를 만족하더라도 강의실의 

앞쪽 조도는 49lx, 조건 D일 때 24lx로 두 경우 모두 기

인 300lx 이하 다. 기 인 300lx는 책을 보는 것과 같

은 시작업을 할 경우의 작업면 조도이므로, 만약 스크린

을 보는 것을 주로 하고 가끔 노트 필기를 한다고 가

정한다면 KS A 3011 산업표  조도기 의 일반 활동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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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에 따른 조도값  잠시 동안의 단순 작업을 하는 경

우의 기 인 30-40-60lx(최 -표 -최고)와 비교할 수 있

을 것이다. 이 조건과 비교한다면  조건 C의 경우는 기

에 만족했다. 

D의 조건의 경우 뒷부분의 창가 쪽을 제외하고는 기

인 300lx에 미치지 못했으나 앙부분은 약 200lx 정도로 

안쪽은 99lx로 나타났다. 200lx는 KS A 3011 산업표  조

도기 의 VDT가 있는 사무공간의 기 인 150-200-300lx

(최 -표 -최고)에 표 값이지만 안쪽은 99lx는 그 최소 

기 치에 미치지 못했다. 

조도 측정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반 인 조도의 기

에 합한 것은 인공 원을 사용한 C이지만, 사용자의 주

 평가에 의해서는 D가 더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람들이 인공 보다 자연 을 더 선호한

다는 JA Veitch의 연구8)와 일치한다. 

스크린의 최 조도와 최소 조도의 비는 시야내 정 

조도비에 A～E의 모든 조건에서 만족하고 있었다. B의 

경우 18.3:1로 비가 뚜렷하여 스크린의 씨 분별이 상

으로 가장 쉬웠으나 무 어두워서 필기에 합하지 

못하며, 졸음과 반 인 쾌 감에서는 좋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 앞쪽 조도가 10～19lx이며, 뒤쪽 조도에 

비해 4～16lx 높았다. 가장 좋은 환경으로는 C와 D의 경

우 각각 3.4:1, 4.2:1로 씨는 분별에도 지장이 없고, 기

타 문제도 상 으로 은 것으로 나타났다. C의 경우 

앞쪽의 조도는 43～59lx로 뒤쪽은 앞쪽보다 635～747lx 

높았고, D의 경우 앞쪽이 19～34lx이며 뒤쪽은 그보다  

65～568lx 높았다. 반면 스크린의 최소, 최  조도비가 

2.0:1인 A조건의 경우 부심이 발생하여 씨의 분별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 앞쪽의 조도는 101～

469lx이며 뒤쪽은 앞쪽보다 12～158lx 정도 높게 나타났다.

5. 결   론

본 연구는 멀티미디어를 사용하는 교육공간의 정 조

도 수 에 한 연구로, 빔 로젝터를 사용하는 학교 

강의실을 상으로 강의실의 정 조도 수 을 평가하

다. 빔 로젝터를 사용할 경우에 해 주로 조성되는 5가

지 환경에 해 강의실 조도수 의 물리  측정과 사용

자를 상으로 한 주  평가를 실시하 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물리  측정  설문조사 결과 빔 로젝터를 사용

하기에 합한 조건은 앞부분의 조명을 어둡게 하고 뒷

부분을 밝게 한 상태로 조사되었다. 뒷부분을 밝게 할 

때, 인공조명을 사용한 방법과 자연 을 사용한 방법이 

8) JA Veitch, R Gifford, Assessing beliefs about lighting effects 

on health, performance, mood and social behavior. Environment 

and Behavior, 28, 1996

있었으며, 조도의 기 에 합한 것은 인공 원을 사용한 

경우지만 설문조사 결과는 자연 을 이용한 경우가 더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스크린의 최 조도와 최소 조도의 비는 약 18:1인 

경우 스크린의 씨 분별이 상 으로 가장 쉬웠으나, 

이 경우 체 실내 조도가 무 어두워 필기에 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도비가 약 2:1인 경우 부심이 

발생하여 씨 분별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본 연구의 측정 결과에서 빔 로젝터를 사용한 경우 

스크린의 정 조도비는 약 3:1, 4:1로 나타났다. 이 때, 

스크린의 씨 분별에 좋고, 부심이 거의 발생하지 않

고, 필기에도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들은 빔 로젝터를 사용하는 강의실

에서 인공조명이나 블라인드를 제어하고자 할 때 요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차후의 연구에서는 빔 로젝터를 사용하는 강의실에서, 

조도변화 폭을 넓히고 실험조건을 세분화하여, 강의실 조

도분포와 피로감에 한 상 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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