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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sidence means a given place. It is repeated that process of overcome, protection, assimilation and adaptation

has applied to environmental condition. Architecture is part of environment and various. Thus there are lots of types.

We need the place with uniqueness, and it is suitable for biological and humanistic environment. The living space

turned to be meaningful place with design, and people start to live with nature together. Therefore design

restructures whole environment and makes people to be closed with nature. We have to understand nature of

environment to connect one place with the other place, and people start to put down roots certain place. Coping with

social needs, we have to develop the architectural alternative which can be applied to natural condition. This study

suggest sound high-density urban residential model as it function social m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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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거주는 제공된 장소에의 귀속을 의미하며 그 장소가

갖는 고유의 환경조건에 대한 극복과 방어 그리고 동화

와 순응의 행위가 반복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이다. 건축

은 환경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의 일부분이며 그 구성체

인 건축역시 작은 환경 단위로서 여러 유형을 갖는다. 장

소의 고유성을 전제하여 사회, 문화적 전체에 소속 되게

하는 실존적 토대를 제공해주는 인문학적 프로그램의 구

축만이 아닌 생물학적 환경과도 결합이 되어야 하는 공

간의 구축 역시 수반 되어야 한다. 건축물이라고 하는 물

리적 공간을 토대로 인간의 거주를 디자인 하는 행위는

환경을 디자인 하는 일부분의 작업으로 진화되며 인간의

거주는 환경과 공생을 시작하게 된다. 그러므로 건축은

총체적인 환경을 가시화 하는 작업으로 인간을 환경과

친밀하게 하는 공간의 구축행위다. 최근, 사계절 대응에

다양한 해법 제시 보다는 하절기 대책의 빈곤함과 맹목

적인 선진국 주도의 에너지 효율기준에 의한 방법만 난

무할 뿐 목적이 불분명한 친환경 건축의 표류가 가시화

기미를 보이고 있다. 기업주도의 상업적 투기형의 친환경

상술과는 엄밀하게 구분되는 서민형 저층 집합주거의 해

법제시에 필요한 공간사례 및 제안의 인색한 우리의 현

실에 대한 위기적 상황을 본 연구의 배경으로 한다. 아울

러 친환경건축은 경제적 특정계층의 전유물로 기업 형,

아파트형 위주의 에너지 저감형 디자인만이 아닌 저층

밀집주거 (연립, 다세대 등) 에도 균등한 친환경 주거의

기회가 고르게 분배 되어야 한다. 도심의 환경조건에 적

용이 가능한 저층집합주택의 공간모델 발굴과 제안, 동시

에 환경교감이 가능한 고밀도 집주의 유형별 분류와 전

개방법의 고찰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높은 주거 밀

도에 의한 동 하절기의 단점 극복이 불리한 도심형 저층

집합주거와 특히 지구온난화에 따른 남반구 형의 환경

교감 형에 그 공간적 해법을 고찰하며 그 분류와 유형별

구분은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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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환경 교감형,

남반구형

자연 조건의 수용

과 거절을 동시에 구사

하는 건축 공간의 선행

제시

저 밀도 공간, 가시적

효과 미비, 환경조건

의 순응에 대한 효과

의 미약

환경 극복형,

북반구형

자연조건의수용 보다

는 방어, 동절기 위주의

에너지효율 추구

자재 및 구법의 성능

에 공간의 특성이 상

실 설비 의존 형

도심

집주

의

유형

저층 집합 주거

(다세대 등)

개인 주도적 소극적 투

자, 단기거주의임대용

이 주류

비경제성에 의한 적

극적 개발 기피, 장소

적 특성에 따른 다양

성미비

고층

집합 주거

기업 주도적 적극적 투

자, 분양목적의 고급화

상업화에 의한 인간

중심의 공간본질이

상실

표 1. 환경교감형 건축의 지역별 분류 및 도심형 집주의 유형

장소조건
사계절의 구분이 명료한 기후 조건을 배경으로

하는 도심의 밀집지역

주거형태
저층위주, 중층미만의 단지형이 아닌 소규모의

집합주택(다세대, 다가구, 연립 등의 유형 포함)

표 2. 연구의 범위

국적/위치
도심의

위성사진

개체별 공간

구성 및 전개
특성

한국/서울

조선/한양

ㅁ또는ㄷ자 형태

로 등고선 전개, 주

거 전용

일본/교토

에도/교토

ㅡ자의 모듈로 길

에 대해 면을 구성

하며 전개

중국/북경

청 / 북경

주로ㄷ자형으로

담을 사용ㅁ자의

연결로 전개

표 4. 한, 일, 중국의 전통적인 다공 체 집합주거의 사례와 분류

1. 배치 및 구성, 다공

체 집합을 통한 접

점 면 확대

2. 각 개체별 외기반응

을 위한 개폐 조절

공간을 설치

3. 개체별 관계의 구성

에 의한 환경과의 조

화, 교감 域

Porous → Response → Interface

표 3. 고밀도 집주에서 환경과 교감을 위한 단계별 공간구성

도심에 적합한 환경 친화

적인 집합 주거 공간의

원형을 고찰

+

태양열의 수용과 거부, 자연

풍의 이용이 가능한 구법의

고찰

⇓

자연에너지를 이용하는 환경 교감형 고밀도 집주공간의 원

형구축

그림 1. 연구의 방법

환경교감형 집주건축의 경우 장소적 환경조건에 따라

그 형태와 공간의 특성을 달리한다. 아울러 표 1에서 유

형분류하고 있는 집합주택은 도심에서의 설정을 전제로

하여 단순 2분화를 시킨 전형적인 고층과 저층(다세대

등)으로 구분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도심환경과의 교감방법에 따라 건축된 공간의 사례를

유형별 분류하여 각각의 환경적 조건에 부합하는 특성을

정리하고 환경교감을 전제하는 공간의 성능을 높일 수

있는 태양열의 차폐와 수용, 자연풍의 이용이 용이한 구

법적 이용방법을 적용한다. 결과적으로 도심의 다양한 인

위적, 자연적 환경조건에 거절과 순응이 용이한 여러 형

식의 공간으로 재해석한다. 환경교감형 건축공간을 목표

로 하는 도심형 집주공간의 방향 및 개념의 설정방법을

제시한다. 연구의 범위는 표 2의 내용으로 요약한다. 일

본의 집합주택을 그 대상으로 하며 우리나라의 다세대

집주와 비슷한 규모의 도시형 집합주택으로 한다.

2. 환경과 교감하는 도심의 집주형식별 사례와 분류

제한된 대지안의 용적 범위 내에서 외계와의 접촉기

회를 늘리는 방법은 외벽면의 확대이며 유공체 또는 다

면체의 적층형태를 취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음으로 적층

의 기본 단위가 되는 개체 공간은 외기와의 접촉에 있어

서 다양한 방법으로 차폐와 수용의 유리한 형식을 취한

다. 직접 또는 간접적인 완충장치를 통해서 외기와의 동

화된 연속형 공간이 되기도 하며 반대로 외기와 단절된

독립된 공간이 되기도 한다. 외기와의 감응정도에 따라서

유연하게 공간의 대응이 가능해진다. 더 나아가 내부와

외부 공간 사이에 개입되는 또 하나의 완충공간을 형성

하여 외계와의 접촉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여과된 외부

의 빛과 열기, 한기는 공간의 적정 온도 및 시각적 연출

효과의 향상에 기여 한다. 집적에서부터 각 개체의 단위

공간이 외기에 접촉을 하는 단계와 방법이 도심형 환경

교감의 집주효율을 높인다.

2.1 다면체(Porous1))형식의 집주구성

표 4는 다면체 집적이 전통적으로 고건축의 고밀도 집

주에서도 활용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사계절이

있는 한, 중, 일의 전통적인 도심 밀집주거의 배치와 형태

를 비교 하였다. 설비에 의존하기 이전시대의 다면체 고밀

도 도심주거의 공간 원형이다. “환경부하저감효과의 검토”2)

라고 하는 일본의 실험 논문에서 Void율에 의한 환기량이

차이를 나타는 결과를 얻었으며 자연 환기량의 40% 증가에

따른 냉방부하 저감 효과가 확인되었다.

1) 건축에서는 분절된 볼륨의 집합체 또는 벽면의 유공 상태를 갖으며

일사 및 바람의 수신 면적이 증가 되는 형태

2) Porous형 주동 모델에 의한 에너지 소비량 그리고 환경부하저감효

과의 검토, 일본건축학회관동지부 연구 보고집,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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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사진 평면 도식 특성

분

산

형

단위 공간별

단위공간별 외기

에 접주변의 도로

를 인입하여 시지

각적 연장

세대공간별

공용 공간은 세대

별영역 성이 강하

며 도로에 대한 표

정다양

집

약

형

비정형

세대별 다양한 외

기의 접점을 확보,

장소의 조건에 부

합전개

정 형

외기와 접하는 표

면의 규칙적 구성,

균일하게 적층하

는 집합에 유리

입

체

적

층

형

덧셈식

대지 및 주변 조건

에 맞추어 입체적

적층, 외기에 대한

적극 개입

뺄셈식

인입 형 발코니의

구성으로 다공체

의 볼륨이면서 정

형화 구성이 용이

중

첩

형

단면 중첩

dry area와 중정

을 일체화하여 지

하세대의 단점 보

완

평면 중첩

외기와 차폐기능

을 갖는 완충공간

을 거실의 사이에

설치

벽체중첩

수납공간을 외벽

으로 중첩, 개구부

를통한 경관의 확

대 인입

표 6. Porous 집주의 유형별 분류와 공간특성(현대 건축)

분류 공간원형 특성

분산 형/

일본의 농

어촌 취락

공간 구성

각각의 공간이 독립되어 외기와 접한

다. 배치는 도로 또는 등고선에 따라

자연스러우며 생활감 넘치는 거주공

간의 Sequence를 연출한다.

집약 형/

중국복건성

의 土楼집

주 구성

외계에 대하여 차단 과 내부에 대하

여 개방을 갖는 배치가 특징이다. 내

부세대는 외계로부터 독립된 중정을

중심으로 개방을 갖는다.

입체적층/

Barracks건

축 빈민가

의 구성

즉흥적인 상하좌우의 증축으로 인하

여 입면은 다양한 볼륨요소를 가지면

서 주거내부의 동선역시 농어촌의 취

락을 적층한 형태를 구성한다.

중첩 형/

일본 전통

민가의 土

間공간

일본 전통민가의 흙 마당 공간이다.

우리의 전통 마당과는 다른 지붕을

갖고 있다. 내부와 외부의 조건을 모

두 가지고 있다.

표 5. Porous 집주(集住)의 유형별 공간 원형과 특징

표 5는 다면체개념을 갖는 집주형식의 유형을 분류하

고 그 특징을 기술한다. 분산형의 경우 각 개체공간별 외

기와 많은 접점을 갖으며 거리에 대해서도 풍부한 표출3)

을 갖는 입면을 제공하는 반면 건설 코스트 및 토지의

경제적 이용에 취약하다. 집약형은 도심의 소음 등 에 대

한 해답과 각 세대에 일사와 환기를 독자적으로 제공한

다. 표 6은 다양한 공간유형이 현대 건축에 적용되어 재

구성된 집합주거의 사례를 분류하여 각각의 특징을 간략

한 도식으로 정리하였다.

분산형의 단위공간별 구성은 건물전체의 체적에서 각

실을 분화하는 기존의 평면구성 방식이 아닌 대지 자체

를 실내와 동일한 개념을 가지고 출발하는 구성이다. 외

부에 그대로 노출되는 각실의 연결 통로는 외부의 도로

및 영역에 대한 골목길이 되기도 하면서 각실의 전면에

마련되는 정원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각각의 입면체는

최소의 실단위로 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외기와 접하는

보다 많은 기회를 획득하며 환경과 교감을 필연할 수밖

에 없는 구성을 갖는다. 생활의 노출 및 표출이 역동적인

거리경관을 구성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보행자로 하여금

지나치는 도중에 부담을 안겨주는 단점도 있다. 실별의

자연 환기와 채광을 최대한 확보한다.

분산형의 세대공간별 구성은 단위 공간별구성과 동일

한 개념의 형태를 갖는다. 차이점이라면 각각의 단위 공

간이 집적 또는 군집을 하여 하나의 블록을 형성한다. 실

별로 외기와의 접촉은 단위 공간별 구성 보다는 떨어지

지만 실별의 외기 접촉이 필요한 우선순위에 의해서 구

성이 되기 때문에 실별 단열성능은 집적을 통해 보완 한다.

집약형의 비정형 구성은 대지의 형상과 조건에 맞추어

서 분열하듯 세대가 연결되면서 구성이 된다. 각세대는

외부 또는 인접한 세대에 침해를 받지 않는 전용 정원이

만들어 진다. 사생활이 보호되는 전용정원은 외기와의 거

부감 없는 실별 교감이 가능하다. 충분한 일사의 인입에

3) 「집」과「동네」,　Suzuki seibunn　외, 鹿島出版社, P.47인용 / 표

출은 대부분 의식적인 자기표현으로 인한 주거의 표정이다.

는 제약이 따르며 자연풍의 환기역시 집주의 구성상 원

활한 바람의 경로 확보에 제약을 받는다.

집약형의 정형 구성은 세대별 외기와의 접점기회를 모

두 확보 가능하도록 중정을 여러 개 설치하여 상하 집적

을 갖는다. 중정을 중심으로 하는 실별 구성은 프라이버

시확보의 우선순위와 단열성능의 확보가 우선이 되는

규칙을 통해서 배치가 된다.

입체적층형의 덧셈식 구성은 도심고밀도 집주의 전형

적인 구성 형식이다. 각실의 육면체는 대지의 조건이 허

용하는 범위 내에서 증식을 하듯이 적층이 이루어진다.

각실은 외기에 대하여 적극적인 접촉을 이룬다.

입체적층형의 뺄셈식 구성은 외기에 대하여 소극적인

형식으로 발코니를 통해서 외기와의 접점을 구사한다. 인

입된 외기와의 완충 공간이 만들어 진다.

중첩형의 단면중첩 구성은 중정을 중심으로 세대를 구

성하면서 최상층 및 지하층에 입면과 단면상에서 중첩을

회피하여 최상층은 방해받지 않는 시각적 개방과 지하층

은 1층과 동일한 전용정원을 향한 개방을 구사하고 있다.

중첩형의 평면중첩 구성은 인입된 발코니를 겹으로 하

여 세대를 나누는 형식이다. 겨울이 매우추운 일본의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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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위치 사진/ 외관 특징

한국/

정읍 김동수 택

동절기와 하절기의 적정 비례로

인해 본동에 부속하여 개폐의 조

절을 한다.

일본/

高松市 掬月亭

고온 다습한 하절기로 본동에 부

속하기도 하며 본동 전체와 연동

하기도 한다.

중국/

북경 사합원

현관 또는 개구부의 전면에 차양

을 내밀어 형성된 porch공간이

내 외부 공간을 매개한다.

표 7. 한국, 일본, 중국의 전통적인 Responsive공간

분류 외관 내관 평면 특징

사면

개방형

코어를 중심으로

사면 개방된 평

면의 적층으로

구성

이면

개방형

벽체와 직각하여

전 후면에 개폐

가능한 창호 배

치

표 8. Response 하는 집합 주거의 유형별 분류

국적/분류 사진 평면 특성

한국/ 마루,

영주 소수서원

준 외부공간으로

실과 실의 사이에

배치, 완충 공간이

다.

일본/ 縁側

(engawa),

툇마루 Saga県

실의 외부에 배치

하여 개폐 조절하

여 일체화 또는 분

리한다.

표 9. Interface 공간의 국적, 유형별 형태

분류 사진 평면

인

입

형

외관

특성
개폐조절이 가능한 창호의 설치로 내 외부의 공

간을 병용하여 사용 가능하다.

돌

출

형

외관

특성
4곳의 모서리를 개폐 가능한 소재로 벽을 구성

각 세대는 외기와의 교감이 용이하다.

표 10. Interface를 갖는 현대의 도심형 집합주거

해도지역의 특성에 맞추어진 인입된 겹공간은 단열성능

을 부가하기위한 개폐조절이 가능한 준 외부공간이다.

중첩형의 벽체중첩 구성은 붙박이 수납공간을 외벽에

설치하여 단열성능의 향상과 창호의 깊이 감을 구사하여

외부로부터 인입되어 보이는 경관을 선명하게 借景하여

고정하는 시지각적 효과를 보고 있다.

2.2 환경교감을 위한 감응(Response4))형 공간구성

외부 환경 기후의 변화에 응하여 건축의 모드를 변화

시킬 수 있는 공간장치이다. 사계의 변화가 뚜렷한 지역

에서 볼 수 있는 건축 이다. 가변성이 뛰어난 개구부에서

사계의 빛과 그림자 그리고 바람을 유입 또는 차단하여

자연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표 7은 전통건축에서 볼 수

있는 건물의 내부와 외부의 감응조절이 다양한 Interface

가 구축된 사례다.

표 8의 사면개방형은 층별 1세대로 구성하며 코어를

중심으로 외피는 외벽을 대신하여 개폐 가능한 커튼월로

구성하여 전, 후, 좌, 우 사면을 외기와의 접점으로 구성

하고 있다. 사면이 표출되는 거주의 Scene이 다양한 입면

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거주자의 사생활 보호와 단열의

확보에 어려움을 갖는다. 이면구성형은 국내의 단지형 고

층아파트에서도 보편적으로 차용 하고 있다. 일정한 축을

형성하는 벽체의 직각으로 개폐 기능을 갖는 창호 또는

유리 벽체를 형성 하여 일사는 물론 자연 환기의 성능에

도 우수하다.

4) 바로 대답하는, 반응 공명하는, 민감한 등의 뜻으로 외기 환경과의

대응이 상황에 맞추어 신속하게 이루기 쉬운 형식이다.

2.3 감응을 통한 완충(Interface5) ) 매개 공간의 구성

건축에서의 Interface는 사람과 환경6)을 이어주는 공간

이다. 테라스, 발코니 또는 녹화된 옥상의 설치, 채광과

통풍, 배기, 환기에 적절한 개구부 배치와 디자인이 중요

하다. 하절기 직사광으로부터 실내 유입을 저지 하며 동

절기는 Sun room또는 부속 온실형의 공간으로 각 계절

별로 내부와 외부의 연결을 역할로 하는 중간 영역이다.

Interface는 Passive design에서 많이 등장하는 자연 에너

지 이용 장치이며 공간이다. 특히 혹한기와 혹서기 에는

간접적으로 외기환경과의 접촉에 외기완충의 역할을 하

게 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표 9의 한옥의 마루는 두 개의 공간을 마주보며 사이

에 배치되는 준 외부 공간으로 공간의 완충 조절을 한다.

현대에 있어서는 투명한 소재의 창호를 설치하여 개폐

조절 가능한 성능을 공간에 부여한다. 일본의 경우는 실

과 실의 중첩 공간으로서의 배치보다는 실내와 외부를

직접 매개하는 완충공간으로서의 특징이 강하다.

 

표 10의 인입형은 하절기의 경우 외부시선을 의식 하

지 않고 전면 개방이 용이 하며 중간기 또는 동절기는

부속 온실로서 더운 공기를 생성, 간접적으로 실내의 유

입을 유도하여 난방에 보조한다. 돌출형의 경우는 외계에

대한 접촉이 적극적이며 일사 및 바람의 수용과 거부에

는 매개공간의 여과 없이 직접적이다.

5) 연결, 조화, 원활한 상호 작용 또는 界面(외계와의 경계면)

6) NIKKEN SEKKEI, 사람・환경・건축, 신건축 2006.03



단계별 환경교감형식에 의한 도심형저층집합주택의 유형별 분류와 자연에너지를 이용하는 냉난방 기법의 사례연구 / 
심재명・김강수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논문집 Vol. 10, No. 5  2010. 10 27

상세 공간

Porous 집주

Response Interface

사면

개방형

이면

개방형
인입형 돌출형

분산형
단위 공간 구성 ◉ ◉ ◯ ◉

세대 구성 ◎ ◉ ◉ ◉

집약형
비정형 구성 ◎ ◎ ◉ ◉

정형 구성 ◎ ◉ ◎ ◯

입체

적층형

덧셈 식 구성 ◎ ◉ ◯ ◉

뺄셈 식 구성 ◯ ◉ ◉ ◯

중첩형

단면 중첩 구성 ◯ ◉ ◉ ◯

평면 중첩 구성 ◯ ◯ ◉ ◎

벽체 중첩 구성 ◯ ◯ ◉ ◯

◉ 양호, ◎ 보통, ◯ 불량

표 11. 다면체 집주의 유형별 외기 감응도 평가

분류 사진 단면 특징

Roll
Type,
집합
주택

내구성을 전제로 외
부부착의 롤 스크린
타입/ 열 및 빛의 차
단 조절용

Sliding
Type,
집합
주택

롤 타입보다는 바람
에 내구성을 발휘 하
며 일사차단 외에 방
범 효과

어닝
Type,
집합
주택

풍부한 입면의 연출
과 함께 빗방울의 실
내유입을 막으며 환
기가 용이

식재
Type,
단독
주택

낙엽수를 식재하여 하
절기 일사를 차폐,
동절기는 일사의 인
입효과

표 12. 외부 부착 형 차양의 사례

2.4 소결

장소가 갖는 Potential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며 환경

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분석 하는 것에서Passive design

은 시작7)이 된다. 외기의 환경 조건을 개선과 도입을 통

해 거주 자체를 환경의 일부로 해석한다. 외기 환경과의

접촉 기회를 보다 많이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의 볼륨과

형태에 있어서 다면체집적은 도심의 고밀도 집합주거에

서 많은 장점을 갖는다. 더불어 외기 환경과의 적극적인

교류와 인입, 조절의 용이성을 높이기 위하여 감응을 매

개로 하는 Interface 영역을 구축한다. 이 세 가지가 서로

보합하여 공존할 때 환경과의 교감이 용이한 공간적 조

건을 갖는다.

유형별 다면체집주형식에 직 간접감응의 정도를 접목

하여 유형별 비교하였다. 외기에 가장 적극적인 결과를

보여주는 유형은 분산형의 세대별 구성이다. 외기와의 접

촉기회를 가장 많이 만들어내며 아울러 주변 경관에 대

해서도 시지각적 일체된 환경을 제공하는 형태다. 도심의

고밀도 집주에 적용하기에는 불합리하지만 적층된 집주

의 최상층의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절충한 형식으로

구성이 가능하다. 보통 이하의 결과를 보이는 유형은 벽

체 중첩형으로 동경에 위치하는 집합주택이지만 평면 중

첩형과 같은 겨울이 매우 추운 일본의 북해도 지역에 적

합하다. 소재에만 의존하기 쉬운 단열의 구사형식에 새로

운 시각을 제시하는 방법이다. 협소공간의 계획시 실의

용도에 따라서 가구의 배치에 어려움이 따르는 문제점에

대한 해법제시가 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평가가 높을수

록 환경 교감이 용이한 능동형의 구성으로 남반구형, 점

수가 낮을수록 단열 및 비개방적인 수동형의 구성으로

북 반구형에 유리하다. 도심에서의 적용을 고려하면 매우

높은 밀도와 일사의 수용이 불리하며 방범 및 사생활보

호가 절실한 입지조건에는 중첩 및 입체적층형으로 반면

에 비교적 밀도가 낮으며 일사의 인입조건이 양호한 환

경적 조건에서는 분산형의 적용검토가 합리적일 것이다.

7) 小玉祐一郎의 바른 순환을 향해서, 住宅建築2007.05 P.98

3. 환경교감을 통한 가공 없는 자연조건의 차폐와 수용

 

3.1 일사의 차폐

동절기 일사의 적절한 실내유입은 자연채광은 물론 난

방 효과의 극대화를 기대 할 수 있다. 구조체에 원치 않

는 축열이 생성되면서 실내의 냉방부하 증가와 상대적으

로 외부온도가 내려가는 야간에 복사 잠열을 방출한다.

직사광의 적절한 이용을 위하여 건물의 외형에 일사조절

이 가능 하도록 루버, 발코니, 차양 등을 디자인 하여 자

연 채광 및 대류 환기, 통풍이 가능한 공간 환경을 만든

다. 하절기의 효과적인 열원의 차단으로 냉방에너지의

15～45%를 경감 할 수 있다8).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

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차광막의 설치는 외부가 바람직하

며 동절기의 비중이 큰 북반구의 지역은 내부에 차광막

을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A. 외부 설치 블라인드 / B. 실내 설치 블라인드 / C. 실내 설치 블라인드
가. 실내에서의 표면 온도 29.8도 / 나. 40.1도 / 다. 34.7도

일본 자립형 순환주택 설계 가이드라인 인용

그림 2. 일사 차광의 형식에 따른 차이

1) 차양

남향으로 열린 개구부는 경우에 따라서 복사 대류에

의한 열기가 주거 내부로 유입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변 건물의 조건 그리고 차양 자체의 복사열 방출이 없

는 자재의 선별 역시 세심한 파악이 전제 되어야 한다.

표 12는 도심형 집합주택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변형 루

버의 종류를 분류한다. 가변형은 외기의 조건에 의해서

감응하는 수용과 거절의 조절장치로서도 역할을 한다.

8) 일본 자립형 순환주택 설계 가이드라인, P.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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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사진 단면 특징

창호

부착용

내구성을 전제로

외부부착의 롤 스

크린 타입/ 열 및

빛의 차단과 인입

지붕

부착용

롤 타입보다는 바

람에 내구성을 발

휘 하며 일사차단

외에 방범 효과

발코니

겸용

차양

차양을 겸용하는

루버, 빛의 일부

차단으로 내부 커

튼과 겸용한다.

표 13. 외부 부착형 루버의 사례

분류 사진 그림 특징

창호

직접

인입,

도심

남측 벽면 전부를

채광 및 환기를 위

한 창호 설치 바닥

과 벽은 축열 한다.

창호

직접

인입,

도심

2층 벽면에 직접인

입을 위한 창호 설

치, 동 하절기의 태

양의 고도 각을 고

려한 높이설정

창호

직접

인입,

전원

바닥의 소재는 축

열성이 높은 흑요

석으로 마감하여

야간에 잠열의 방

출 용이

표 14. 태양열 직접 인입 형 주택의 사례

분류 여름 낮 여름 밤 겨울 낮 겨울 밤

그림

특성

집열판에서

외부로 직접

열 배출

외부의 찬

공기를 실

내로 유입

집열된 열

을 실내로

유입 방열

구체에 축열

된 열을 실

내 방열

표 15. OM Solar system의 계절별, 시간대별 특성

순서 1.집열판 2.집열통 3.순환 팬 4.배출구

상세
외기를 흡입

지붕 유리

층 가열

가열 된 공

기를 보온

집약

가열된 공

기를 실내

로 송출

이중 벽체,

바닥을 통해

열 배출

표 16. OM Solar system의 집열에서 방열의 과정

2) 루버

창호 내외부에 설치되어 직사광의 조절을 목적으로 설

치되는 창호 설치용 루버와 일사를 가장 많이 받는 지붕

에 설치하여 양산역할을 하는 루버는 이중으로 설치되어

구조체에 축열 및 복사 잠열을 방지 하는 역할을 한다.

지붕 부착용 루버는 이 지역에서 태양 고도가 가장 높

은 7월을 기준하여 고도각 78도를 데이터에서 도출하여

적용 하였다. 일사량의 약60%를 감소시키며 루버와 지붕

사이에 통기가 이루어져 지붕면의 축열을 방지 하고 있

다. 발코니 겸용 차양은 일사의 차폐는 물론 하부에서의

통기가 가능한 루버 타입의 차양이다. 개성 있는 입면을

연출한다.

3.2 일사의 수용

구조체 축열은 복사난방의 효과를 이용한다. 적정한 체

감 온도 설정에 매우 합리적인 방법이다. 태양열로 직접

실내 공기의 온도를 높이기도 하며 구조체에 축열을 통

해서 복사 난방을 목적으로 한다.

1) 직접획득 / Direct gain

표 14는 일사를 개구부를 통해서 직접 인입하여 실내

의 바닥과 벽에 설치된 마감재에 축열하여 실온이 떨어

지는 야간에 방열하여 난방의 보조를 하는 사례로 구분

하였다.

2) 간접획득 / 태양열 집열시스템

집열된 태양열을 기계설비(선풍기 정도의 저동력)에 의

해서 실내로 송풍, 구조체에 축열하여 방열하는 간접 복

사난방 형식이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방법은

OM9) Solar system이 있다. 지붕에 집열판을 설치하여

실내의 이중벽과 이중 바닥 사이로 데워진 열을 팬으로

환기 순환 시켜 난방을 한다. 하절기는 집열되는 열을 외

부로 배열한다. 야간에는 외기를 도입하여 구체에 축냉하

는 Night puzzy10) 효과를 이용하기에 유효하다. 표 15는

OM Solar주택의 특성을 설명한다.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

는 중간기 또는 영하로 내려가지 않는 동절기 주간에 설

계시의 성능을 발휘한다. 주택은 물론 학교 등의 공공건

물에도 설계 시공이 증가하고 있다.

표 16은 집열에서 실내방열까지의 과정을 설명한다. 집

합주거의 적용은 옥상 또는 지붕에서 집열 하여 각 세대의

국부적인 난방이나 화장실을 세탁건조실로 겸용할 수 있다.

3.3 바람의 이용

자연환기는 기계적 설비를 보조하는 방법과 자연풍과

온도차 대류를 이용한 방법이 있다. 자연풍 환기는 내,

외부의 압력차로 인한 바람의 이동으로 이루어진다. 바람

의 강약 또는 이동 방향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항시

적절한 환기량을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1) 바람의 경로디자인을 통한 환기

표 17은 전통적인 자연풍의 실내 통기를 위한 구법을

소개한다. 그 외 지붕의 형상, 주변 건물의 밀도, 창호의

크기 및 위치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

9) OM Sola의 제안, OM Solar협회, http://omsolar.jp

10) 외기 냉방이라고 하며 야간의 외기가 실내의 냉방온도를 넘지 못하

는 경우 야간의 외기를 실내에 송풍하여 건물의 구체를 냉각한다.

이것을 Night puzzy(외기냉방)라고 한다. 설비설계상의 에너지저감

수법, 建築設備, 19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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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유형
동계 하계

축열 배열

환

기

병렬

인입

중정인입형/공용정원 ◉ ◯

개실인입형/세대전용 ◉ ◎

거 실

인입

일렬직접형/2,4면개방 ◯ ◉

중복인입형/불특정 개방 ◉ ◯

일

사

직접

인입

모서리 2면 돌출형 ◎ ◉

볼륨 전면 돌출형 ◎ ◎

간접

인입

돌츨형 테라스 부설형 ◎ ◉

인입형 테라스 개입형 ◎ ◉

집열후 송풍형/Fan 보조 ◉ ◉

직접

거부

루버 및 차양/가변형 ◎ ◉

식재형/고정형/낙엽수 ◎ ◎

간접

거부

2중 외피 ◉ ◯

부설온실형 ◉ ◯

◉ 양호 , ◎ 보통 , ◯ 불량

표 20. 집합주택의 외기 감응도에 의한 동 하절기 성능평가

종류 사진 그림 특성

jimado

지창

(地窓)

북측 벽 하부의 바닥에

설치된다. 북측의 차가

운 공기가 유입된다.

ranma

난간

(欄間)

실내의 벽체 상부에 개

구부를 설치하여 모든

방으로 환기를 가능 하

게한다.

sodekabe

내민벽

(袖壁)

창호의 외부 벽에 바람

이 부딪쳐서 실내로 유

입을 위해 설치된 벽

oikosiyane

솓을 지 붕

(越し屋根)

지붕 위 최상부에 실내

의 공기가 대류에 의해

서 배출되도록 작은 환

기구 설치

표 17. 일본의 전통 주거에서 볼 수 있는 바람의 통로

구분 사진 단면 특징

자

연

환

기

2층

주택

1층의 창호를 통한 바

람은 실내에서 데워

지면서 2층의 창호로

배출

중

력

환

기

2층

주택

태양열에 의해 가열

되는 축열 구체설치/

더운 공기의 상승효

과 촉진

반

기

계

식

2층

주택

2층 천정 내부에 fan

을 설치/ 열대류를 보

조하여 환기를 촉진

표 19. 온도차 중력환기의 건물용도 별 분류

분류 사진 상세 그림 특성

병렬
완충
인입
형

중정인
입형

일렬 직접 인입
형의 평면으로 중
정을 구성 배치,
통기성 우수

거실인
입형

세대별 직접 외
기에 접하는 공간
을 별도로 배치/
완충 공간

직렬
직접
인입
형

일렬직
접인입

통기를 저해하는
거실의 중첩을 회
피/각거실별, 바람
관통

수직직
접인입

전 층이 환기로부
터 개방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최상
층으로 배출

표 18. 일본 현대건축에서의 자연풍 조절과 유형별 특성

표 18은 표 17의 전통기법을 응용하는 사례이다. 메조

네트 타입은 환기의 고저차를 이용하는 지창의 개념이고

거실 인입 형은 각 세대별 외기와의 반응을 갖는

Interface성향이 강한 완충공간을 두었다. 일렬 직접 인입

형은 도심형 주거의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의 제안으로 세

대별 2면 이상 외기에 접하는 단위공간을 그대로 좌우측

으로 나열하여 적층한 매우 단순한 복도형 집합방식이다.

2) 태양열을 이용한 온도차 중력 환기

온도차 대류에 의한 환기는 자연 환기의 경로를 보다

입체적인 디자인이 요구되며 일반적으로 2층 이상의 천

정고(2개층 void)가 필요하다. 하부에서의 차가운 공기유

입과 상부에서의 데워진 공기의 대류 경로가 선명한 디

자인이 필요하다. 또는 충분한 중력환기의 조건에 미달되

는 경우 상부 천장에 Fan을 설치하여 인위적인 대류를

조성한다. 표 19의 3층 주택은 층간의 경계를 새롭게 제

안하는 계획이다. 여러 가지 시도된 특성중 하나가 바람

의 유통이다. 데워지는 공기는 상승하는 기본적인 원리를

매우 적극적으로 적용한 사례다. 이전 일본의 통산성이

주도했던 House japan project11)의 실험결과에 의하면 하

절기 Top light와 지창을 개방하여 30cm/s정도의 상승기

류가 발생되었다고 한다. 이정도의 바람은 가만히 앉아서

느낄 수 있는 매우 부드럽고 약한 바람으로 실내에서 휴

식 및 수면에 적합한 바람이라고 한다.

3.4 소결

환경교감을 위한 외기의 차폐와 수용은 도심의 다양한

환경조건만큼 여러 유형의 공간과 수법을 요구한다. 대지

의 형상, 주변건물의 밀도, 법적규제, 전면도로와 방위 그

리고 거주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서 대지조건(환경)에

부합하는 건축공간은 다양한 유형으로 대응이필요하다.

하지만 모든 다양한 조건을 공간의 集積형태만으로는 환

경교감을 통한 자연에너지의 이용에 한계가 있다. 바로

각 단위 공간별 개폐방법 또는 공간의 집적에서 발생하

는 요철 공간, 여지공간에의 부가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그 역할에는 건축 구법적 장치(루버, 차

양, 자연통풍의 경로 등)가 필요하다. 이것은 공간의 집적

그리고 외기와의 감응이 원활한 운용을 가능하게 하는

윤활제의 역할을 한다. 표 20은 개체 공간의 조합별 분류

와 계절별 대응에 대한 성능 평가를 비교해보았다. 동계

와 하계로 분류하여 축열과 배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11) 온도차에 의한 공기의 흐름, 건축기술, 2008년12월, P.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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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환기와 일사의 수용과 거부를 직간접적인 공간유형

별 구성으로 조합한다. 환경조건에 따른 공간적 대처 방

법의 제안과 절충된 조합 방식에 의한 방법은 복잡하고

다양한 도심형 집합주거의 환경조건에 대한 대응이 용이

할 것이다. 또한 도심주거 일수록 Life style에 따른 생활

패턴의 다양화 역시 환경과의 교감방식에서 차이를 만들

기 때문에 환기 및 일사의 수용과 차폐방식은 공간의 다

양한 구성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도심을 전제로 환기

에 있어서는 우리의 경우 다세대 집합주거가 거실인입의

불특정 중복인입형식이 대부분이 되며 일렬직접형의 경

우 고층 단지형 집합주택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개

실인입과 일렬직접의2.4면 개방형이 혼용이 된다면 동 하

절기에 유리한 환경교감형의 집주가 가능 할 것으로 사

려 된다. 일사의 인입과 거부가 용이한 공간구성은 돌출

형과 인입형의 절충에 가변성을 갖는 루버 및 차양의 혼

용역시 사계에 걸맞은 환경교감형의 공간구성에 적합할

것이다.

4. 결 론

환경이 잠재적으로 갖는 자연 에너지를 건축적으로 이

용 하는 것이 환경교감 design의 특징이다. 그것은 풍부

한 자연의 혜택을 받는 전원 풍경에서만 한정되지 않는

다. 협소한 대지에서 자연과는 관계가 없을 것 같은 도심

주거에 있어서도 유효 할 것 이며 오히려 도심의 환경조

건에서 만들어지는 가치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환경

과 교감하는 공간에 있어서 두 가지 유형으로 “外界遮斷型

과 取捨選擇型”12)으로 나눌 수 있다. Fitch, James Marston13)

의 이론에 의하면 外界遮斷型은 단열화, 기밀화를 추진하

며 높은 효율의 냉난방을 추구한다. 북 유럽 등의 주거에

서는 당연히 외계단열형의 기술을 진화 시키며 이른바

고단열, 고기밀의 기술을 개발, 고도의 환기기술을 확립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取捨選擇型은 전적인 외부에서의

에너지보급에 의존 하지 않고 외부의 변화에 응하여 태

양열을 도입, 바람과 건물의 모드 등을 변화 시킨다. 건

축구성은 환경의 특성에 따라 그 방법과 경로는 다양하

다. 사계의 구분이 명확한 온대지역의 건축적환경교감은

언제나 차단과 동화가 양립한다. 한편 취사선택형과 외계

차단형 으로의 대분류는 되지만 도심 주거에서는 장소의

조건, 건물의 용도, 라이프스타일 등에 의해서 교감과 거

절의 다양한 형식이 동일한 장소에서 일어날 수 있다.

도심형 주거에서의 적용은 첫 번째, 친환경 또는 에너

지 저감형 주택역시 소재나 구법만으로 해결해 줄 수 있

는 물리적 한계는 상식적인 판단만으로도 표면적이다. 공

12) 외계차단형과 취사선택형은 Active와 Passive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Fitch, James Marston의 Vernacular 건축의 조사와 분

류에 의해 passive건축가 Kodamayuitiro씨의 견해에 의한 용어, 住

宅建築, 2007.05, P.98

13) 미국의 건축가. 생애를 통해서 건축과 도시환경을 위해서 활약 하

였으며 1965년에는 뉴욕의 콜롬비아대학 건축대학원에 역사보존

석사 과정을 창립 했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論評選集　建築․保

存․環境이 있다.

간의 원론적 접근이 선행되고 구법과 소재의 보조적 역

할이 수반되어야한다. 두 번째, 도심에서는 지역별 구분

을 반듯이 적용할 필요는 없다. 환경적 조건, 건물의 형

식, 거주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서 절충된 혼합형이 동

시에 동일한 환경에 존재할 수 있다. 세 번째, 도심의 열

섬 현상은 현대의 공해문제 못지않은 심각한 환경재앙이

다. 건물 하나하나가 서로에게 배려하려는 의지의 표현만

으로도 환경교감형 건축의 완성이며 공존공생의 삶이 매

우 자연스러운 거주를 만들어 갈 것이다. 네 번째, 환경

교감형의 공간 및 구법의 구현은 특별하지 않다. 여러 사

례를 비추어 볼 때 교과서 정도의 기본적인 구법만으로

도 환경교감을 전제하는 성능의 구현이 가능하다. 지나친

허울과 기대치는 오히려 반 환경건축을 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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