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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연구의 배경 및 목적1.1 1)
환경문제는 주거 설계에서 지속적으로 고려되고 있는

문제이다 쾌적한 주거 환경에 대한 추구는 과거 일조 시.
간만의 영역에서 최근에는 조망의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

다 이는 분석도구가 일조분석뿐만 아니라 다양한 차원. 3
정보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일조와 조망과 같은 환경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는 정

확한 피해의 정도 또는 수인한도 를 분석하는 것이 최우( )
선적으로 선행되어야할 과제이다 일조에 대한 분석에 있.
어서는 태양과 가해건물 그리고 피해건물 사이의 기하학,
적인 관계로서 분석 권혁천 되어 피해의 정도뿐만( , 1994) ,
아니라 이들의 관계 규명을 통하여 설계 방법 및 제도

개선 최정민 에 이르기까지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 , 2000)
어 건물의 일조 계획을 다각도로 검토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에는 일조시간에 의한 각 세대별 분양가 차이 등이

반영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조망에 있어서는 피해 정.
도를 분석하는 방법에서부터 정량적인 분석이나 연구가

아직 미약하다 할 수 있다 즉 지금까지 주로 일조권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최근 들어서는 조망,
에 대한 연구가 조금씩 진행되고 있다.
조망에 대한 분석은 어떤 종류의 물체를 얼마나 많이

조망할 수 있는가의 정량적인 분석과 그 내용이 조망하

는 사람에게 어떤 가치를 지니고 정신적으로 어떤 영향

군산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공학박사* ,
교신저자( , E-mail : solarview@kunsan.ac.kr)
이 논문은 년 정부 교육인적자원부 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2007 ( )
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7-611-D00035).

을 끼치는가의 정성적인 분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조망.
에 대한 정성적인 분석은 주관적인 관점이 포함될 수 있

으므로 모든 사람이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으,
로서 정량적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최근의. ,
연구에서 조망에 대한 정량화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연구결과가 미흡하다 특히 조망의 가치에 대한 정. ,
성적인 연구는 부족하다 할 수 있다 조망의 정성적인 연.
구도 궁극적으로는 정량화의 과정을 거쳐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도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프라이버시 침해와 관련한 문제는 건설회사의 경우 시

공과 분양이라는 당면의 문제이기에 해당 회사의 연구

부서를 중심으로 진행 홍천화 되고 있으나 현재까( , 2002) ,
지 일조 조망에 비하여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 않고·
있는 부분이다.
이들 분석은 궁극적으로 설계 단계에서 의사결정을 도

울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건축물의 기하학적인 형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환경을 시각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

하다 일조 일사 조망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종합적으로. , ,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분석 범위도 단순한 채광창이 아니라 단지 전

체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국외에서는 단지 또는 도시 공.
간에 대한 일조 일사 등에 대한 평가 가 활, (Teller, 2001)
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그 평가가 제한적,
으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일조 일,

사 조망의 정량적인 평가 도구를 제공하고자 하며 계산, ,
된 수치를 시각화할 때 시각적으로 왜곡이 적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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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범위 및 방법1.2
본 연구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일조 일사 조망에 대, ,

한 분석도구를 개발하여 실제 단지에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에 차원 정보를 정확하게 기술하는3
방법에 대해서 고찰한다 즉 일조와 일사 분석을 위한 태. ,
양의 위치 정보 일사량 계산을 위한 형태 계수 정보 조, ,
망량 계산을 위한 입체각 정보 등에 대하여 고찰하여 해

당 정보를 가장 정확히 시각화하는 방법도 고찰한다.
두 물체 간에 서로 보이는 정도를 나타내는 형태계수

의 계산을 고찰하며 이 형태계수 개념을 천공에 적용한,
천공률을 고찰한다 또한 천공에 대한 입체각 양인 천공.
개방률 또는 천공비 에 대해 고찰한다 최종적으로 공동( ) .
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분석도구를 적용하여 정량 평가를

실시한다.

분석도구 개발을 위한 예비적 고찰2.

태양궤적도2.1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움직이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나,

두 천체의 움직임을 지구를 중심으로 한 상대운동으로

기술하는 것이 편리하다 즉 지구상의 관측점을 기준으. ,
로 가상의 천구를 상정하고 천체의 위치를 그 천구상에

방위각과 고도로 기술한다 따라서 태양의 궤적을 정확히.
기술하고자 한다면 구면 위에 표시해야 한다.
태양궤적의 차원 정보를 차원 평면에 옮기는 것이3 2

일조 분석과 시각화의 첫 번째 일이 된다 이는 지구상의.
정보를 지도를 표현하는 것과 유사하다 지도 투영법에서.
지도상의 경도선과 위도선의 교차 각도가 지구본상에서

와 같이 유지되는 투영법인 정형 정각 도법( ) (conformal
이 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정형도법projection) .

은 원통투영 입체투영(cylindrical projection),
이 있다 특히 입체투영은 태양(stereographic projection) .

의 고도가 낮은 상황에서도 위치 표시가 쉬우며 수학적,
으로 원운동이 원운동으로 투영이 되어 작도가 매우 쉬

운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월드램도.(Szokolay, 1980)
방위각과 고도를 쉽게 읽을 수 있는 원통도법으로 태양

궤적 표시에 많이 사용된다.

천공에 대한 형태 계수의 계산2.2
일사는 복사 의 일종으로 두 면이 서로 어떻(radiation) ,

게 마주보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직달일사량은 태양의. ,
방위각과 고도 면의 방위각과 기울기에 의해서 입사각을,
구한 다음 쉽게 계산이 되나 확산일사량은 해당 면과 천,
공과의 형태계수 계산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형태계수를 계산하는 방법에는 도표나 공

식을 통해서 구하는 방법 그래픽 방법 기계식 측광학 적, ,
분기를 이용하는 방법 선적분을 이용하는 방법 등 다양,
한 방법이 있다 건축물의 정보는 디지털로.(Love, 1968)
된 도면으로 되어 있기에 이를 고려하여 그래픽 방법을

적용하였다 이 방법은 단위 반구 방법. (unit hemisphere
으로도 불린다method) .

형태계수는 그림 과 같이 어느 점에서 관찰되는 면의1
겉보기 크기로서 그 면과 점이 이루는 각도와 거리에 의

해 결정된다.

그림 두 면 사이의 형태계수1.

즉 미소면적, dAi에서 면Aj의 형태계수는 식 과( -1)
같이 정의된다.
F dA i-A j=⌠⌡⌠⌡A j

cosθ icosθ jdA j
πr2 식( -1)

여기서 면 A j가 그림 와 같이 반구 위에 투영되는 면2
적을 A j'라 하면 식 가 성립된다( -2) .
dAj'= cosθjdAjr2 식( -2)
반구가 반지름이 인 단위 반구라면 분모가 없어지고1 ,

면 A j'를 다시 바닥면에 정사투영하면 식 에( -2) cosθi
를 곱해서 식 이 된다( -3) .
A j''=⌠⌡ ⌠⌡A j'cosθ idAj' 식( -3)
따라서 식 은 식 와 같이 요약된다( -1) ( -4) .
F dA i-A j= A j''π 식( -4)

그림 단위 반구 상의 투영과 정사영2.

식 는 임의의 점 측정점 에서 임의의 면 대상면( -4) , ( ) ( ,
A j 에 대한 형태계수를 계산할 때 측정점을 중심으로) ,
한 가상의 단위 반구 표면 위에 대상면을 투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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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j' 이를 다시 바닥면에 정사투영), (A j'' 하면 형태계수)
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의 건축기준법에서 제시하는 천공률1)은 이 방법을

통해서 계산한 천공에 대한 형태계수이다 즉 천공률의.
계산은 그림32)와 같이 천구의 투영면에서 천공이 차지하

는 면적에 대한 비율로 표현된다 따라서 천공률을 시각. ,
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고자 한다면 구면투영 중에서 정

사투영 을 하여야 천공률의 수치(orthographic projection)
와 투영한 천공의 면적이 일치하게 된다.

건물 정사영의 작도a.

천공률의 계산b.

그림 천공률의 개념3.

시지각2.3 량의 계산

조망에 대한 정량적 분석은 시야에 들어오는 정보량에

관련이 있다 시야의 범위는 시점을 고정할 경우 시. 60ﾟ
원추체 내가 되며 이 안에서 형상을 지각한다 그러나 인.
간의 시선은 정면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고 상하좌우를,
움직이며 주위를 보게 된다.
또한 조망의 정보량은 눈의 망막을 차지하는 양과 관

련이 있으며 물체의 시각적 자극이 망막을 차지하는 거,
리를 보통 그 자극의 시각도 로 표시된다(visual angle) .
그림 와 같이 한 물체의 시각도는 관찰자의 눈에서 물체4
의 한쪽 끝으로 연결되는 한 선분과 다른 쪽 끝으로 연

결되는 선분이 이룬 각을 말한다 물체인 사람이 멀리 떨.

1) 일본 건축기준법 제 조 제 항 건축기준법 시행령 제 조56 7 , 135
2) http://www.tenkuu.jp/institution/03.php

어져 있을수록 그 시각도가 작아지며 망막상 이미지의,
크기는 시각도가 작을수록 작아진다.3)
시각도가 같아 관찰자의 망막에 동일한 크기의 상을

투사하면 대상의 크기를 동일하다고 판단한다 즉 대상. ,
의 크기에 관한 지각은 오직 대상의 시각도에 의해서 결

정된다.4) 이는 시각도의 법칙 으로(law of visual angle)
알려져 있다 따라서 시각도를 측정함으로써 조망의 정도.
를 분석할 수 있게 된다.

그림 시각도4. (visual angle)

시각도

작은 시각도

눈의 중심점
망막 이미지

이러한 인간의 시지각 특성을 고려하여 가상의 천구를

설정한 후 그 천구 상에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다 그림, . 5
는 관찰자의 눈을 통해 보는 천공을 지구와 같은 구형의

천구에 표현하는 것이며 천구상의 면적이 시각도에 해당,
한다 이미지의 크기를 나타내는 시각도는 입체각으로서.
표현할 수 있다 입체각은 구면의 표면적의 비로 정의되.
며 구좌표계에서 입체각을 표현하면 그림 과 같이 된다, 6 .

그림 천구상의 차원 형상 표현5. 3

그림 구좌표계에서의 입체각6.
천공에 대한 입체각을 천공량 반구( , 1971),小木曾定彰

의 입체각에 대한 천공의 입체각 비율을 천공비( ,蓮香文絵
또는 천공개방률2006) (sky opening percentage)(Teller,

3) 저 정찬섭 외 인 역 감각과 지각E. Bruce Goldstein , 6 (1999), ,
시그마프레스, pp.216-217.

4) ibid., pp. 258-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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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정의한다 이 값은 천공에 대한 시각량으로2001) . ,
건물에서 받는 압박감과 관련되며 심리적인 개방감에 비,
례한 수치로 사용된다( , 2006).蓮香文絵

분석도구의 개발과 검증3.
차원 정보와 투영법 적용3.1 3

차원 정보를 시각적으로 정확하게 차원 도면으로 표3 2
현하기 위해서 정보의 계산식에 따라 적합한 투영을 사

용하였다 즉 태양궤적도는 입체투영을 형태계수와 확산. , ,
일사량 표시는 정사투영을 천공조망 정도는 등입체각 투,
영을 각각 적용하여 도면과 화면에 표시하였다.
공동주택 단지의 일조 일사 조망 환경을 분석하기 위, ,

한 도구는 그림 과 표 과 같은 내용으로 개발되었다7 1 .
분석을 위한 건물정보 입력은 대중적이면서 호환성이

뛰어난 파일 형식으로DXF(Drawing eXchange Format)
하였으며 출력도 역시 로 하여 대부분의 설계 사무소, DXF
에서 입출력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분석결과를 표계.
산 프로그램에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CSV(comma

파일 형식으로 출력하게 하였다separated value) .

그림 개발된 분석 도구의 화면 예7. ( )
표 1 분석도구의 개발 내용.

항목 내용 비고

개발 언어 Visual Basic 2005 Framework : .NET 2.0
파일 입력 건축정보 : DXF 호환성이 뛰어난 도면 정보

파일형식

파일 출력

분석도면 : DXF
분석이미지 : Tiff 압축손실 없는 이미지 형식

분석결과 : CSV 표계산 프로그램에서 손쉽

게 읽히는 파일형식

구현

투영법

월드램 입체투영 정사투, ,
영 등입체각 등면적 투영, ( ) ,
등거리투영

화면 표시

정사투영 평면 정면 좌우( , ,
측면 등각투영 경사투영), , ,
투시도 등

입력 내용의 확인 및 분석

내용의 이미지 출력이 가능

하게 함.

분석도구의 검증3.2
분석을 위한 계산 순서는 건물에 대한 입체각과 형태계,

수를 계산하여 천공률 및 천공개방률을 계산하고 이를 다,
시 지역 기상자료와 연계하여 일사량 및 일사비를 계산하

는 순서로 되어있다 그리고 분석 물리량에 따라 투영방식.

을 결정하여 시각적으로 표현한다 즉 분석도구의 검증은. ,
형태계수 계산의 정밀도 여부에 달려 있다 따라서 본 분. ,
석도구의 그래픽방법에 의한 수치해 를(numerical solution)
기존에 알려진 수학적 엄밀해 와 비교(analytical solution)
하여 검증하였다 건축물의 일반적인 형태가 직사각형이.
므로 그림 과 같은 기하학적 설정과 그에 대한 형태계수, 8
계산식인 식( -5)(Hamilton, 1952)를 검증에 사용하였다.

그림 미소면적과 직사각형의 형태계수8.

F dA1-A2= 12π [ tan-1( 1C )- CY tan-1( 1Y )] 식( -5)

여기서, A= ab , C= cb , Y= 이다.
는 건물의 높이 는 건물의 너비 는 건물까지의 수a , b , c

평거리로 생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검증을 위한 대상. ,
공동주택의 한 동에 대하여 높이 는 층 바닥까지의 높(a) 1
이를 각 층 높이를 옥상 난간의 높이를0.9m, 2.6m, 1.1m
로 기준으로 높이를 변화시켰으며 건물의 너비 는 개, (b) 6
세대의 폭을 가정하여 로 설정하였다60m .5) 건물까지의
거리는 부터 까지 간격으로 변화시켰으며 이1m 40m 1m ,
조건은 표 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2 .

표 검증 대상 건물의 조건2.

변수 수치(m) 비고

건물높이(a) 15, 28, 41, 54 각각 층5, 10, 15, 20
건물너비(b) 60
수평거리(c) 1~40 간격1m

대상 건물의 형태계수에 대한 엄밀해와 수치해를 비교

한 결과 두 해 간의 상대오차, 6)는 표 과 그림 과 같이3 9

평균 내외 범위에 있으며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2% ,

나타났다.

표 형태계수에 대한 엄밀해와 수치해의 오차 분석 단위3. ( :%)
대상 오차평균 최대오차 최소오차

오차의

표준편차

층 건물5 1.6 3.3 0.0 0.9
층 건물10 2.1 3.3 1.2 0.5
층 건물15 2.1 3.4 0.3 0.6
층 건물20 2.2 3.2 1.2 0.5

따라서 건물을 대상으로 본 분석도구를 사용하여 계산

한 형태계수가 실제를 잘 설명해준다고 할 수 있다.

5) 김용이 공동주택에 의한 인접지역의 일조 및 조망 영향에 관,
한 연구 건물 높이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주거학회논문집 제- ,
권 호14 6 , pp. 51-58, 2003.

6) 상대오차 = | 엄밀해-수치해엄밀해 |×100(%)



공동주택단지의 일조 일사 및 조망분석 도구의 개발과 적용,

권 호 통권 호 년 월10 1 ( 33 ) 2008 3大韓建築學會支會聯合論文集 145

분석도구의 적용4.

분석 대상 공동주택의 선정과 모델링4.1
분석대상 건물은 군산시에 소재한 아파트로서 그림, 10

과 같이 개의 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 개 동 동 은3 . (101 )
층이 상가건물로 설계되어 있으며 동의 북쪽에1, 2 , 102

놀이터가 위치하고 있다 그림 에 표시된 것처럼 동. 10 102
의 동향 건물에 대해서는 채광창을 모델링하여 환경평가

를 실시하였다 모델링한 모습은 그림 과 같다. 11 .

그림 대상 공동주택의 배치도10.

그림 대상 공동주택의 등각투영도11.

단지 전체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 단지를 가로세로, 1m

간격으로 격자를 나누었으며 그 격자의 수는 개였, 9816

다 모든 분석은 일조시간 분석의 기준이 되는 동지. (冬

를 기준으로 실시하였다) .至

표 대상 건물의 최상층과 최하층의 투영법에 따른 비교4.
투영법 정사투영Orthographic 입체투영Stereographic 등입체각투영Equal Area 월드램Waldram

최하층

층(1 )

최상층

층(15 )

비고 시선이 천정을 향함 시선이 천정을 향함 시선이 정면 법선 방향( ) 시선이 정남향

그림 대상건물의 형태계수에 대한 엄밀해와 수치해의 비교9.

0.30

0.25

0.20

0.15

0.10

0.05

0.00
10 20 30 400 10 20 30 400 10 20 30 400 10 20 30 400

형
태
계
수

거리(m) 거리(m) 거리(m) 거리(m)

5층건물 10층건물 15층건물 20층건물

엄밀해

수치해

엄밀해

수치해

엄밀해

수치해

엄밀해

수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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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결과 및 분석4.2
채광창 분석 결과1)

분석대상 공동주택의 동 동측면의 채광창을 분석한102
내용은 표 와 같이 나타났다 동일한 측정점에 대해서도4 .
투영법에 따라 측정량이 다르게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최하층의 정사투영인 경우 천공이 보이는 부분이 넓은

대신 고도가 낮은 곳의 태양궤적은 그 정보를 얻기에 힘

들다 이는 고도가 낮아지면서 정사영계산을 위한 코사인.
값이 더 작아지기 때문이다 반면에 입체투영은(cosine) .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오히려 위도 간격이 넓어지면서 낮

은 고도의 태양 위치 파악이 손쉽다.
조망에 대한 입체각을 위한 투영으로 이웃 건물을 볼

때 등입체각투영으로 그 결과를 출력했다 이는 평면투영.
을 통해서 얻어지는 시각량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음 김용이 을 다시 확인시켜준다 따라서 천공량( , 2003) .
과 태양궤적의 표시에 있어서도 적합한 투영법을 사용해

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림 채광창의 일조시간 분석 등각투영12. ( )

월드램 분석에 의하면 최하층이나 최상층 모두 비슷한

일조시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그 결과가 나왔다 이는. 101

동과의 관계에서 인동거리가 같으며 동향이기 때문에 이

런 현상이 생긴 것이다 그림 에서도 나타나듯이 위치. 12
가 단지의 북쪽에 가까운 채광창은 일조시간이 줄어들었

다 높이가 다르더라도 인접 건물과의 기하학적 위치 관.
계에 따라 평가하고자 하는 항목의 값이 같아질 수 있음

을 보여준다 따라서 평가 대상 채광창 등 에 대한 개별. , ( )
적인 평가뿐만 아니라 전체를 비교할 수 있는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단지 분석 결과2)
분석대상 단지의 일조시간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와5

같이 단지 전체적으로 어둡게 나타났다 이는 건물을 남, .
쪽에 배치하였고 자와 자와 같이 꺾어서 배치하였기, ㄱ ㄷ
때문에 단지 전체의 일조시간 분포가 낮게 나타난 것으

로 판단된다 연속일조시간이든 누적일조시간이든 모두.
한 시간이 안 되는 단지의 면적이 절반에 이른다.
또한 놀이터의 위치가 동 북측이었기에 일조를 많102

이 받을 수 없는 곳에 배치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은 일사량에 대한 결과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게 나타남을 표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사량비는 측정6 .
점에서 흡수할 수 있는 최대 일사량에 대한 실제 흡수하

는 양의 비이다 따라서 그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일사.
를 활용할 경우가 많아지는 것이다.
직달일사량의 비는 건물의 남향배치로 인해 단지 전체,

에 그림자가 생기기 때문에 일사를 활용할 수가 없다 원.
래 받을 수 있는 일사의 도 못 받는 곳이 단지 면적10%
의 가 넘는다65% .
확산일사량의 경우 직달일사량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

나 주택의 꺾인 부분은 다른 곳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일,
사를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물로 둘러싸인.

표 대상 단지의 연속일조시간과 누적일조시간의 분포5.
항목 분포도 범례 분 및 대지의 비율( ) (%)

연속일조시간
시부터 시(09 15

사이에 연속적
으로 일조되는
최대시간)

480 0.0

432 0.0

384 18.6

336 1.3

288 1.8

240 3.0

192 4.6

144 7.9

96 12.4

48 50.4

누적일조시간
시부터 시(08 16

사이에 일조되
는 시간을 누
적한 값)

480 17.9

432 0.7

384 1.1

336 1.6

288 2.6

240 2.9

192 4.4

144 11.2

96 15.9

48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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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중정은 일사를 가장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101 .
표 의 천공률은 천공에 대한 형태계수로 이를 통하여7

확산일사량을 계산하므로 천공률의 분포는 확산일사량의,
분포와 동일하다.
천공개방률 또는 천공비 은 정사영되기 전 천공의 입체( )

각으로 천공률보다 그 값이 더 작게 나타났다 따라서, .
심리적으로는 더 많은 압박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결 론5.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일조 일사 조망, ,
의 정량적인 평가 도구를 제공하고자 하며 계산된 수치,
를 시각화할 때 시각적으로 왜곡이 적은 정보를 제공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태양궤적 형태계수. , ,
인간의 시지각 등과 투영법에 대한 분석을 고찰하였다.

표 대상 공동주택단지의 천공률과 천공개방률 천공비 분포7. ( )

항목 분포도 범례 및 대지의 비율(%) (%)

천공률

100 0.0

90 3.0

80 16.0

70 15.2

60 22.9

50 19.7

40 13.2

30 8.1

20 1.6

10 0.2

천공개방률
또는 천공비( )

100 0.0

90 0.9

80 7.3

70 17.9

60 23.2

50 15.1

40 19.3

30 12.9

20 3.1

10 0.3

표 대상 단지의 직달일사량비와 확산일사량비의 분포6.
항목 분포도 범례 및 대지의 비율(%) (%)

직달일사량비
측정점에 유입(
될 수 있는 최
대 직달일사량
과 실제 입사
되는 직달일사
량의 비)

100 19.8

90 0.5

80 0.4

70 0.5

60 0.5

50 0.6

40 1.3

30 2.3

20 8.5

10 65.6

확산일사량비
측정점에 유입(
될 수 있는 최
대 확산일사량
과 실제 입사
되는 확산일사
량의 비)

100 0.0

90 3.0

80 16.0

70 15.2

60 22.9

50 19.7

40 13.2

30 8.1

20 1.6

10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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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바탕으로 분석도구를 개발하였으며 실제 단지에,
적용하여 그 결과를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태양의 궤적 형태계수 인간의 시지각은 해당 물리1) , ,
량의 정의와 비례관계에 있는 변수를 표현하기에 적합한

투영법을 사용해야 시각적으로 정확한 값을 전달할 수

있다 따라서 태양궤적은 입체투영 형태계수는 정사투영. , ,
시지각은 등입체각 투영을 사용하는 것이 시각적 왜곡이

적다.
공동주택 단지의 일조 일사 조망 환경은 차원의2) , , 3

기하학 문제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분석과 함께 단지 전

체에 대한 분석을 병행하는 것이 분석오차를 줄일 수 있

다 또한 일조 일사 조망이 서로 영향을 주나 정량화하. , , ,
는 물리량이 다르기 때문에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건물의 남향 배치와 자 자와 같은 배치는 단지3) ,ㄱ ㄷ
전체를 일영이 생기게 할 수 있으며 그 안에서는 심리적,
인 압박감을 느낄 것으로 예상된다.

공동주택 단지의 일조 일사 조망의 분석을 위하여4) , ,
정량적인 평가도구를 개발하였으며 모든 계산의 기본이,
되는 형태계수에 대하여 검증을 하였다 평가도구로 분석.
한 수치에 대해서 시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구면투영법을 구현하였다 공동주택 단지의 설계에 대한.
해석과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
하여 단지의 배치 계획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단지 계획의 기하학적인 인자들을 도출하여 단지

의 형태 및 유형에 따른 환경평가와 옥외 공간에 대한

열쾌적성을 평가하는 도구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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