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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imming control of the indoor lighting requires for detecting or predicting the work plane 

illuminance. However, it is difficult to install the illuminance sensor on the work plane due to 

objects and/or occupants in the room. In order to overcome this problem, the illuminance sensor 

is installed on the ceiling surface. In this case, the illuminance ratio of the work plane to the 

ceiling is an important factor in the dimming control. The illuminance ratio is affected by many 

factors such as the shape of the room, the type and brightness of the light, the reflectance of the 

wall and the floor, and the interior objects. The research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lluminance ratio and the reflectance of the wall in a typical small office model space, which was 

built to evaluate the dimming control. To do this, simulation model was developed using Relux 

and was validated with the mock-up tests. Simulation results revealed that the average 

illuminance ratio (Y) according to the wall reflectance (X) was Y=0.1243X2 + 0.1534X + 

0.1169 (R2=0.9993). It was found that the illuminance ratio at the central part of the model space 

was low because the illuminance of the central part of the work plane was higher than that of the 

side of room. The results of this study could be utilized to determine the appropriate position of 

illuminance sensor when designing the dimming control system. 

주요어 : 디밍 제어, 작업면조도, 천장면조도, 조도비율, 벽체반사율

Keywords: Dimming control, Work plane illuminance, Ceiling illuminance, illuminance ratio, 
Wall reflectance

서 론

연구 배경 및 목적

대부분의 시간을 실내에서 생활하는 현대인에게 있어, 실내 조명은 눈의 건강 뿐만 아니라 

시각과 관련된 노동의 생산성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므로 적정한 광속, 파장 분포,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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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갖춘 질 높은 실내조명의 필요성이 증가하는 한 편, 인공조명을 위한 에너지 소비량도 

증가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전기 생산에 따른 이산화탄소의 과다배출을 줄여야 한다는 것 

또한 국제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실내 조명의 디밍 제어는 사무 생산성 측면에서 적정 작업면 조도 확보 및 조명에너지 절약 

관점에서 중요한 기술이다. 이러한 디밍 제어가 이상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실시간 작업

면 조도를 반영한 조명 출력의 제어와 같은 조명 피드백 시스템이 구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재실자의 동선이나 활동, 가구류 등의 배치를 고려할 경우 작업면에 직접 조도계를 설치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천장면에 조도계를 부착하여 작업면의 조도를 추정·제어하는 제어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작업면 대비 천장면 조도비율(이하 조도비율이라 한다)

로써 작업면 조도를 간접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디밍 제어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에서는 천장면 어느 위치에 조도계를 설치하는가에 따라 제어시스템에 반영되는 조도

비율이 달라져야 할 것이다. 또한 조도비율은 실내에서 가시광선이 어떻게 반사되는지에 따

라 변화될 것이므로, 실의 넓이, 높이, 형태, 가구류 반사율, 실내 마감재 반사율 등이 조도비

율의 영향 요소가 될 수 있다. 특히 벽체는 공간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므로, 벽체의 가시

광선 반사율(이하 반사율이라 한다)은 그 가운데 가장 큰 영향 요소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디밍 제어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 작업면과 천장면의 조도비율의 활용 방안이나 조

도비율의 영향 요소에 대한 분석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이러한 조도비율의 분석을 위하여

는 다수의 조도계를 활용한 조도 동시 측정(실험적 방법)과, 여러 영향인자의 효과 분석을 위

한 조명 시뮬레이션(수치해석 방법)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소형 사무실 공간에서 다수의 조도계에 의한 조도 동시 측정 방법 및 조명 시뮬

레이션을 이용하여, 벽체 반사율에 따른 천장면 좌표별 조도비율의 회귀식을 도출하여 제시

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방법과 결과는 바닥, 천장 마감재의 반사율에 따른 조도비율 산정 및 

디밍 제어 연구에 활용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조명에너지 절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관련 연구 동향

백용규와 김수영(Baik and Kim, 2012)은 소형 교실(5.0×10.0×3.0 m)에서 작업면 조도계, 

부분차단 조건의 천장면 조도계를 수직으로 9개씩 설치하여 작업면과 천장면 조도를 각각 측

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인공조명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도록 조도계를 설치하는 방안이 고

려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교실 뒷부분에 주광영향이 약함에 따라 효과적인 디밍 제어를 위

해서는 전등회로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윤경 등(Yun et al., 2010)은 작업면(H=0.75 m) 중앙부에 5개, 천장면에 1개, 외부 1개 총 7개

의 조도계로 측정된 조도값을 통해, 천장면 조도(X)에 따른 작업면 조도(Y)를 회귀식

(Y=0.5443X + 317.36, R2=0.9486)으로 제시하였다. 회귀식 산출 시 직사일광또는 실내 유입

광의 반사로 인해 작업면 조도가 2,000 lx 이상이 되는 경우는 측정 데이터에서 제외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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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천장면-작업면 조도 비율 산출 시 조도계의 설치 위치가 중요한 조건임을 알 수 있다.

김수영(Kim, 2008)은 천장면에 조도계 1개를 설치하고, 과다한 빛이 조도 측정값에 오류

를 줄 수 있으므로 빛막이를 조도계 옆에 부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전기조

명기구의 조광량 변화 대 조도계 신호변화 비율이 0.25이하로 되면 비교적 효율적인 제어가 

가능하다고 하였으며, 디밍 제어의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조도계의 차단 조건 및 제어

기의 민감도를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김한성과 김강수(Kim and Kim, 2003)는 모델 공간에서 작업면(H=0.8 m) 중앙부 5개, 천

장면 중앙부에 1개, 외부 1개 총 7개의 조도계를 설치하여 작업면과 천장면 조도의 관계를 분

석하였다. 대상 공간에서의 작업면-천장면 조도 비율은 청천공에서 2.16 (R2=0.9041), 부분

담천공에서 2.49 (R2=0.9848)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천장면에서의 위치에 따른 작업면-천장

면 조도비율은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기존 연구에서는 디밍 제어를 위해 작업면과 천장면의 조도관계를 활용한 사례

는 있었으나, 천장면에 설치되는 조도계의 위치에 따른 작업면-천장면 조도비율에 대한 연구

는 상대적으로 미비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조도비율이 벽체 반사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

지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므로 천장면 조도를 활용한 디밍 

제어를 정밀하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벽체 반사율에 따른 천장면의 좌표별 조도비율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 방법

조도비율 측정 시스템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소형 사무실 공간을 대상으로 조도비율 측정 시스템을 구축하였

다. 작업면과 천장면 조도 동시 측정을 위해, 천장면에는 아두이노(arduino)를 활용한 고정식 

조도 측정/기록시스템을 좌표별(8행×5열=40개 지점)로 부착하고, 작업면에는 이동식 조도 

측정/기록시스템(5개 지점)을 설치하였다. 또한 가시광선 반사율이 확인된 벽지 몇 가지를 교

체해 가면서 작업면과 천장면의 조도를 측정하고, 조명 시뮬레이션에 실측과 동일 조건의 변

수를 입력하여 작업면 및 천장면 조도를 출력한 다음 실측치와 시뮬레이션 결과값과의 차이

를 확인하였다. 이렇게 오차 수준이 확인된 조명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여러 단계의 벽체 

반사율에 따른 작업면 및 천장면 조도를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벽체 반사율에 따른 천장면 

좌표별 조도비율 회귀식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안정적인 조건에서 작업면과 천장면의 조도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인공조명하에서의 조도를 측정하였으며 주광이 유입되는 경우는 연구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작업면 및 천장면 조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마감재 반사율은 검교정된 반사율 측정장비

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실내조명은 현재 상업건물에 널리 보급되고 있는 주광 LED등

(5,700 K)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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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 시뮬레이션

조명 시뮬레이션에 적용되는 실내 조도의 예측방법으로는 광속법, 광속전달법(Luminous 

flux transfer method), 광선추적기법(Raytracing method) 등이 있다. 광속법에는 구역공간법

(Zonal cavity method), 영국구역법(British zonal method), 독일의 LiTg법, 국제조명위원회

의 계산법 등이 있다(Lee, 2008). 국내 옥내조명설비 설계기준(KSD 31 70 10 : 2016)은 구역

공간법에 바탕을 두고 있다.

조명 시뮬레이션 도구에는 Radiance(광선추적기법), Light scape(광선추적기법 및 광속전

달법)와 Relux(광속전달법)등이 실용적으로 쓰이고 있다. 세 가지의 시뮬레이션 도구 모두 

주광 및 인공조명 해석에 있어서 Mock-up 모델에서의 실측값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

으로 보고된 바 있다(Kim and Choi, 2010). 따라서 본 연구의 조도 비율 분석을 위한 시뮬레

이션 도구로는 최근 인공조명 설계에 널리 적용되고 있으며, 공개된 인터페이스의 소프트웨

어로서 비교적 사용자 접근성과 이용성이 좋다고 판단되는 Relux (Relux Informatik AG, 

2018)를 활용하였다. 

조도 비율 측정 시스템 구축

동시 조도 측정 시스템

작업면과 천장면 조도의 동시 측정을 위해, 작업면 5지점, 천장면 40지점 의 조도를 측정하

도록 하였다. 상용 조도계로는 다지점 동시 측정 시스템 구축에 한계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아두이노 보드 및 센서를 활용하여 측정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Table 1에 요약된 것과 같이, 

아두이노 메인보드는 FRIBEE white (FRB-V1), 조도센서는 TSL2561 Luminosity Sensor

를 이용하였으며, 측정데이터 전송을 위한 무선송수신 모듈을 적용하였다. 아두이노 기반 조

도 감지 시스템의 적합성 검토를 위한 비교용 조도계로서 DO9847K 휴대용다기능측정기를 

사용하였다. 한편, 조도비율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마감재 반사율의 경우, 천장, 벽, 바닥 마감

재의 가시광선 반사율을 CM-3700A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Table 1. Specification of measurement devices

Device Model Specification Manufacturer

Spectro-

photometer 

CM-3700A

(Konica-Minolta, 2016)

·Wavelength range; 360~740nm

·Photometric range; 0 to 200%

·Resolution; 0.001%

KONICA-MINOLTA

(Japan)

Arduino 

Main board

FRIBEE white

(Fibot Co. Ltd., 2018)

·UNO R3 compatible

·Built-in Xbee Shield

·SRAM 2 KB, EEPROM 1KB

·Clock Speed 16 MHz

Fribot Co., Ltd

(Korea)

Illuminance

 sensor for

Arduino

TSL2561

(Adafruit industries, 2018)

·Human eye Response

·Range; 0.1 to 40,000 lx

Adafruit Industries

(US)

Illuminance

sensor for

the validation

DO9847K

(Delta Ohm srl, 2018)

·Human eye Response

·Range; 0.1 to 19,999 lx

·Resolution; 0.01×103

DELTA OHM SRL

(Ita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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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구축한 아두이노 기반 조도측정시스템(TSL2561)과 범용 조도계(DO9847K)

의 측정값 차이를 비교한 결과, 8회에 걸친 반복 측정 시 오차 수준은 평균 +0.3%로 나타났다

(Table 2). 이러한 측정값의 오차는 센서의 설치 각도(완전히 수평으로 설치되지 않는 경우 측

정오차 발생)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감안해도 두 측정시스템의 오차 범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아두이노 기반의 조도 측정시스템을 조

도비율 분석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도 비율 분석 대상 공간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천장, 벽, 바닥재로 마감된 소형 사무실 공간(3.84 m(W)× 5.98 

m(D)×2.57 m(H))을 구성하고, 천장에 주광색 LED등(색온도 5,700 K, 전력 50 W, 크기 

1,280×320, 광속 4,000 lm, 광효율 80 lm/W) 3개를 부착하였다. Figure 1과 같이 아두이노 기

반 조도계를 천장면에 X, Y축 방향 각각 660 mm 간격으로 40개를 부착하였으며, 작업면의 

경우 수평 스탠드에 조도계 5개를 부착 후 X축 방향으로 이동하며 조도를 측정하도록 하였다. 

Table 2. Illuminance difference of two measurement systems

Measurement No. 1 2 3 4 5 6 7 8 Mean

DO9847K (lx) 288 324 339 349 348 333 323 296 325

TSL2561 (lx) 297 334 339 352 348 331 320 289 326

Error (%) +3.1 +3.1 0 +0.9 0 -0.6 -0.9 -2.4 +0.3

Figure 1. Configuration of illuminance measurement in the model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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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지 반사율에 따른 조도 비율 측정

분석 조건

모델 공간의 천장, 벽체, 바닥은 각각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는 천장 석고보드, 밝은 계통의 

종이 벽지, 비닐 장판으로 마감하고, 벽지 반사율에 따른 조도 비율 측정을 위해 반사율이 다

른 세 종류의 벽지를 교체해가며 작업면과 천장면의 조도를 측정하였다. 벽지의 반사율은 

Spectro-photometer (CM-3700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측정된 반사율에 따라 분석 조

건을 Table 3과 같이 세 가지 Case (Case A, B, C)로 분류하였다. 

Table 3. Experiment cases depending on the reflectance of wall paper

Surface

Case
Wall Ceiling Floor

A Wall paper, white (ρ=0.834) Gypsum board (ρ=0.799) Vinyl floor (ρ=0.404)

B Wall paper, gray (ρ=0.672) Gypsum board (ρ=0.799) Vinyl floor (ρ=0.404)

C Wall paper, gray (ρ=0.536) Gypsum board (ρ=0.799) Vinyl floor (ρ=0.404)

작업면 및 천장면 조도 측정 결과 

Table 4는 각 Case별 작업면, 천장면 조도의 측정결과를 Surfer 13 (Goldensoftware, 

2015)프로그램을 이용하여 Contour 형태로 나타낸 것이다. Case A, B, C의 평균조도는 작업

면에서 각각 560, 476, 426 lx, 천장면에서 각각 202,137,100 lx로 나타나, 벽지 반사율의 감

소에 따라 두 표면에서의 평균 조도 또한 감소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Table 4. Measured illuminance at work plane and ceiling surface

Work plane Ceiling surface

Case A

Case B

Case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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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및 시뮬레이션 비교

Relux 시뮬레이션으로 대상 공간을 모델링하고, Case A, B, C의 조건을 입력하여 각 Case

의 작업면 및 천장면 조도를 산출하였다. 시뮬레이션 모델에 이용된 등기구의 형상 및 배광곡

선은 Figure 2와 같다. Figure 3은 실 중앙을 지나는 Y3 line에서 측정치와 시뮬레이션 결과를 

비교한 것으로, 시뮬레이션으로 공간내 조도 분포를 실제와 유사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각 Case의 평균 조도는 작업면에서 각각 560, 476, 426 lx로, 천장면에서 각각 202, 

137, 100 lx로 나타났다. 모든 Case를 포함하여 측정값과 시뮬레이션 결과의 차이는 작업면

에서 95~110%, 천장면에서 87~110%로 나타났다(Figure 4 참조).

Case A(벽체 반사율 83.4%)에서는 측정값 기준 시뮬레이션 결과가 약 5% 낮았으나, Case 

B(벽체 반사율 67.2%)에서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약 3% 높게, Case C(벽체 반사율 53.6%)에

서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약 10%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Relux 시뮬레이션의 해석 알

고리즘의 특성 또는 수치해석 상의 오차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시뮬레이션 해석 시 

용인할 수 있는 오차 수준 이내라 볼 수 있다. 다만 시뮬레이션 결과 벽체 반사율이 낮아질 경

우 실제 측정값보다 조도를 약간 높게 해석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실내 마감재의 반사율이 낮

은 경우 이러한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a) Installed luminaire (b) Simulated luminaire (c) Light distribution curve

Figure 2. Installed and simulated luminaire

(a) Work plane (b) Ceiling surface

Figure 3. Comparison of measured and simulated  illuminance (Y3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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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체 반사율에 따른 천장면 좌표별 조도비율

벽체 반사율에 따른 작업면 및 천장면 조도

모델 공간과 동일 조건을 Relux시뮬레이션에 입력하고, 벽지 재료의 반사율을 10%부터 

10% 단계로 90%까지 9단계로 변화시키며 40지점에 대한 작업면과 천장면 조도를 산출하였

다. Table 5는 각 지점별로 반사율에 따른 작업면 조도, 천장면 조도, 그리고 작업면 조도에 대

한 천장면 조도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반사율의 변화에 따라 작업면 평균조도는 

418~553lx로 변화하였으며, 벽지 반사율과 작업면 평균조도와의 상관계수(R2)는 0.9793으

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천장면 평균조도는 벽지 반사율에 따라 55~198lx로 변화하였으며, 

벽지 반사율과 천장면 평균조도와의 상관계수(R2) 또한 0.9821로 높게 나타났다. 이로써 벽

지 반사율이 높을수록 조명효율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것을 재확인 할 수 있었다.

모델 건물의 중앙부(Y3, X4, X5)의 작업면 및 천장면 조도가 주변부(Y1, Y5, X1, X2, X6, 

X7)보다 높은 조도를 보였는데 이는 해석 대상 공간에서 조명이 중앙부에(Y3 line) 위치하고, 

인접 조명에 의해 중앙부에 도달하는 광량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벽체 반사율에 따른 작업면-천장면 조도 비율 회귀식

위 Table 5에서 천장면, 작업면 조도를 바탕으로 산출된 조도비율은 0.101~0.455로 나타

났는데, 반사율이 낮을 경우 조도비율이 낮았고 반사율이 높아질수록 조도비율도 높게 나타

났다. 이는 벽지 반사율이 높을수록 작업면, 바닥면, 가구 등으로부터 반사된 빛을 더 많이 천

장면으로 전달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체로 모델 공간의 중앙부가 주변부보다 낮은 조도비율을 보였는데, 이는 빛의 전반적인 

확산에 의하여 천장면의 경우 조도가 어느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반면, 작

업면 조도는 중앙부로 갈수록 높아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a) Work plane (b) Ceiling surface

Figure 4. Ratio of simulated to measured illum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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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Illuminance ratio at each ceiling point depending on wall reflectance

Y1 Y2 Y3 Y4 Y5

X
1

X
2

X
3

X
4

X
5

X
6

X
7

X
8

∙ left axis: illuminance [lx], right axis: illuminance ratio (work plane/ceiling) [-]

∙ horizontal axis: wall paper reflectance [-]

 work plane illuminance ceiling surface illuminance illuminance ratio



Derivation of Regression Equations for Illuminance Ratio of Work Plane and Ceiling Surface with Wall Reflectance

Journal of KIAEBS Vol. 13, No. 1, 2019 ∙ 25

Table 6. Illumination ratio of work plane and ceiling surface/ Regression equations for 

illumination ratio with reflectance of wall material

Coordinate

Illuminance ratio with the reflectance of wall material Regression equation

Y; illuminance ratio

X; reflectance of wall(%)

R2

0.1 0.2 0.3 0.4 0.5 0.6 0.7 0.8 0.9

Y5

X1 0.162 0.189 0.223 0.252 0.288 0.320 0.358 0.405 0.455 y = 0.1368x2+0.2230x+0.1398 0.9991

X2 0.167 0.194 0.222 0.253 0.284 0.319 0.353 0.396 0.440 y = 0.1195x2+0.2179x+0.1451 0.9998

X3 0.178 0.205 0.232 0.263 0.290 0.322 0.358 0.398 0.442 y = 0.1183x2+0.2059x+0.1582 0.9994

X4 0.173 0.199 0.226 0.252 0.279 0.310 0.344 0.383 0.424 y = 0.1206x2+0.1872x+0.1560 0.9995

X5 0.173 0.199 0.226 0.252 0.279 0.310 0.344 0.383 0.424 y = 0.1206x2+0.1872x+0.1560 0.9995

X6 0.178 0.205 0.233 0.260 0.291 0.322 0.358 0.398 0.442 y = 0.1214x2+0.2031x+0.1585 0.9996

X7 0.166 0.194 0.222 0.253 0.284 0.316 0.353 0.396 0.441 y = 0.1260x2+0.2120x+0.1457 0.9996

X8 0.161 0.189 0.219 0.252 0.286 0.320 0.358 0.405 0.453 y = 0.1396x2+0.2211x+0.1391 0.9995

Ave’ 0.170 0.198 0.226 0.254 0.285 0.316 0.354 0.394 0.439 y = 0.1284x2+0.2024x+0.1510 0.9995

Y4

X1 0.114 0.136 0.159 0.185 0.213 0.240 0.273 0.311 0.350 y = 0.1291x2+0.1628x+0.0978 0.9997

X2 0.119 0.140 0.159 0.183 0.205 0.231 0.261 0.295 0.331 y = 0.1211x2+0.1396x+0.1055 0.9996

X3 0.130 0.148 0.168 0.190 0.212 0.237 0.265 0.296 0.333 y = 0.1204x2+0.1299x+0.1168 0.9995

X4 0.126 0.144 0.162 0.181 0.203 0.227 0.252 0.284 0.318 y = 0.1190x2+0.1166x+0.1147 0.9994

X5 0.126 0.144 0.162 0.181 0.203 0.227 0.252 0.284 0.318 y = 0.1190x2+0.1166x+0.1147 0.9994

X6 0.130 0.146 0.168 0.190 0.211 0.237 0.263 0.297 0.333 y = 0.1253x2+0.1256x+0.1169 0.9994

X7 0.119 0.138 0.159 0.181 0.205 0.231 0.259 0.295 0.331 y = 0.1239x2+0.1375x+0.1051 0.9996

X8 0.114 0.136 0.159 0.185 0.210 0.240 0.273 0.311 0.350 y = 0.1321x2+0.1600x+0.0981 0.9997

Ave’ 0.122 0.143 0.162 0.184 0.209 0.234 0.262 0.297 0.333 y = 0.1207x2+0.1390x+0.1084 0.9996

Y3

X1 0.101 0.122 0.142 0.165 0.188 0.215 0.245 0.280 0.315 y = 0.1226x2+0.1422x+0.0870 0.9996

X2 0.105 0.122 0.141 0.160 0.182 0.205 0.230 0.261 0.294 y = 0.1119x2+0.1203x+0.0931 0.9994

X3 0.114 0.130 0.147 0.166 0.187 0.209 0.232 0.262 0.295 y = 0.1123x2+0.1093x+0.1032 0.9995

X4 0.111 0.126 0.143 0.161 0.179 0.200 0.223 0.250 0.282 y = 0.1076x2+0.1017x+0.1012 0.9992

X5 0.111 0.126 0.143 0.159 0.179 0.198 0.223 0.250 0.282 y = 0.1134x2+0.0959x+0.1019 0.9993

X6 0.114 0.130 0.147 0.166 0.185 0.209 0.232 0.262 0.296 y = 0.1191x2+0.1036x+0.1039 0.9992

X7 0.104 0.123 0.139 0.160 0.180 0.205 0.230 0.261 0.294 y = 0.1166x2+0.1162x+0.0933 0.9995

X8 0.100 0.120 0.142 0.164 0.188 0.215 0.245 0.280 0.317 y = 0.1285x2+0.1387x+0.0866 0.9998

Ave’ 0.107 0.125 0.142 0.163 0.183 0.206 0.233 0.263 0.296 y = 0.1156x2+0.1169x+0.0960 0.9995

Y2

X1 0.114 0.136 0.159 0.185 0.219 0.242 0.272 0.310 0.350 y = 0.1119x2+0.1793x+0.0957 0.9989

X2 0.119 0.140 0.159 0.183 0.205 0.233 0.260 0.295 0.331 y = 0.1181x2+0.1428x+0.1050 0.9996

X3 0.130 0.148 0.168 0.190 0.212 0.237 0.265 0.296 0.333 y = 0.1209x2+0.1293x+0.1169 0.9995

X4 0.126 0.144 0.162 0.181 0.203 0.227 0.254 0.284 0.318 y = 0.1175x2+0.1187x+0.1143 0.9996

X5 0.126 0.144 0.162 0.181 0.203 0.227 0.252 0.284 0.318 y = 0.1190x2+0.1166x+0.1147 0.9994

X6 0.130 0.149 0.168 0.190 0.211 0.237 0.265 0.297 0.334 y = 0.1270x2+0.1238x+0.1177 0.9995

X7 0.119 0.138 0.159 0.181 0.205 0.231 0.259 0.295 0.331 y = 0.1237x2+0.1378x+0.1049 0.9996

X8 0.114 0.136 0.159 0.185 0.210 0.240 0.273 0.310 0.350 y = 0.1307x2+0.1604x+0.0981 0.9997

Ave’ 0.122 0.143 0.162 0.184 0.209 0.234 0.262 0.297 0.333 y = 0.1207x2+0.1390x+0.1084 0.9996

Y1

X1 0.162 0.189 0.223 0.252 0.288 0.322 0.359 0.405 0.453 y = 0.1283x2+0.2317x+0.1384 0.9994

X2 0.167 0.194 0.222 0.253 0.284 0.318 0.353 0.396 0.441 y = 0.1242x2+0.2138x+0.1457 0.9997

X3 0.178 0.205 0.232 0.263 0.290 0.322 0.359 0.398 0.442 y = 0.1169x2+0.2079x+0.1578 0.9995

X4 0.173 0.199 0.226 0.252 0.279 0.310 0.346 0.383 0.424 y = 0.1192x2+0.1892x+0.1556 0.9995

X5 0.173 0.199 0.226 0.252 0.279 0.310 0.344 0.383 0.424 y = 0.1206x2+0.1872x+0.1560 0.9995

X6 0.178 0.205 0.233 0.260 0.291 0.322 0.357 0.398 0.442 y = 0.1222x2+0.2020x+0.1587 0.9995

X7 0.166 0.194 0.222 0.253 0.284 0.316 0.353 0.396 0.441 y = 0.1260x2+0.2120x+0.1457 0.9996

X8 0.161 0.189 0.219 0.252 0.285 0.320 0.360 0.405 0.456 y = 0.1463x2+0.2168x+0.1395 0.9996

Ave’ 0.170 0.198 0.226 0.254 0.285 0.319 0.354 0.394 0.439 y = 0.1233x2+0.2080x+0.1502 0.9997

Average 0.132 0.153 0.177 0.200 0.225 0.251 0.283 0.318 0.358 y = 0.1243x2+0.1534x+0.1169 0.9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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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은 모델 공간에서 벽지 반사율에 따른 각 좌표의 작업면 대비 천장면 조도비율과, 

벽지 반사율을 변수로 할 경우 조도비율을 예측할 수 있는 회귀식을 나타낸 것이다. 본 연구

에서 벽지 반사율(X)이 10~90%로 변할 때, 모델 건물의 40좌표 전체 평균 조도비율(Y; 천장

면/작업면 조도비율)의 회귀식은 Y= 0.1243X2 + 0.1534X + 0.1169(R2 0.9993)로 나타났다. 

천장면 조도계를 이용한 실내조명 디밍 제어 구성 시, 벽지 반사율에 따른 작업면과 천장면의 

조도비율에 대한 회귀식을 이용한다면, 천장면 조도를 활용하여 작업면 조도를 적절하게 조

절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Table 5 및 6에서 보듯 이러한 조도 비율은 재료 반사율과 측정 

지점의 위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천장면 조도계의 위치를 선정하고 제

어 알고리즘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결 론

본 연구는 실내조명 디밍 제어 기술 구현과 관련 연구 수행 등에 있어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모델 공간에서 벽체 재료의 반사율이 천장면과 작업면의 조도비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상관성을 실험 및 시뮬레이션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명 시뮬레이터와 실측 조도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모델건물의 작업면, 천장면 조도

를 벽지 반사율이 상이한 3개의 Case에 대해 측정하고, 동일 조건의 Relux 시뮬레이션 모델

에서 산출된 결과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실측값 기준으로 시뮬레이션 결과는 평균조도 기준

으로 87~110%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본 연구에서 이용한 시뮬레이션 모델의 신뢰도

는 확보되었다고 판단된다.

둘째, 조명 시뮬레이션 의하여 모델 공간의 벽지 반사율(X)에 따른 작업면 천장면 조도비

율(Y)은 평균적으로 Y= 0.1243X2 + 0.1534X + 0.1169(R2=0.9993)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도비율 회귀식을 이용하면, 천장면 조도로부터 작업면 조도를 역으로 추정하여 인공 조명

의 출력을 조절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한편 40개의 좌표에서 나타난 특성을 살펴보면 벽지 

반사율이 높을수록 천장면/작업면 조도비율이 높았고, 중앙부가 주변부보다 조도비율이 낮

았는데, 이러한 점은 향후 조도비율을 이용한 디밍 제어에서 천장면 조도센서의 위치 결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디밍 제어는 자연채광의 변화에 따라 인공조명의 출력을 제어하여 적정 조도를 확보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본 연구는 인공조명 하에서의 작업면-천장면 조도 비율에 국한하여 수행된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제안된 작업면-천장면 조도 비율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차후 주광을 유입하였을 경우 실내의 벽체 반사율에 따른 작업면-천장면 조도비율에 관한 실

험적 연구가 더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보다 다양한 조건에서의 회귀식 활용을 위해서는 실의 

형상이나 조명기구의 배치 등, 건축・조명 설계 요소의 변화를 고려한 작업면-천장면 조도비

율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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