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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우리나라와 같이 에너지소비증가율 1위의 에너지 과소비국가에서는 에너지절약이 가장 주요 

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기후변화협약이 발효되면 우리나라는 에너지소비를 과감히 감축 

시키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며 앞으로 수년 내에 선진국수준의 에너지 소비감축 목 

표인 90년 배출량대비 평균 5.2% 감축수준 목표를 닿성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 

이 높다. 이러한 실정에서 주거단지 설계시에도 에너지를 절약하는 기법이 필요하며 에너지공 

급체계를 재생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그동안의 많은 연구들 

이 건불 자체의 에너지절약기술에 초점이 맞추어 연구되었으며 주거단지 자체의 설계 특히 단 

지 자체의 조경이나 건물대지 내의 조경설계에서의 에너지절약기법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되지 

않았다. 이는 조경설계를 통해서는 에너지절약효과가 미흡하다는 인식때문인 것으로 생각된 

다. 그러나 조경셜계에서 에너지절약을 도모하는 것은 주로 신， 재생에너지인 태양열이나 바람 

등을 활용하는 설계라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리라 본다. 실제 외국의 연구에 의하면 

조경설계를 통해서도 많은 에너지절약효과를 거둘 수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 

서는 주거단지설계 특히 조경설계에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기법에 초점을 맞추어 태양열을 적 

극 활용하고 바랍의 효과를 활용하는 기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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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I. 도시주거지의 에너지소비 

우리나라에서 건축물에 소비되는 에너지의 총비용은 연간 약 4조2천억원 (1988년 기준)으로 

용도별로는 주거용이 87% , 상업용이 13%를 점하고 있다. 건물에서 에너지가 소비되는 패턴 

은 건물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주택의 경우 75%가 난방， 조명 및 가전 10%, 취사 빛 

급탕 15% 둥으로 주로 건물난방에 에너지가 사용되고 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627만호의 

전국 주택중에서 55%에 해당하는 비단열주택은 단열 개수시공을 했을 경우 벽체를 통한 열손 

실을 50% 이상 줄일 수 있게 된다(대한건축사협회， 1990, p.7). 

도시의 인구밀도와 토지이용은 도시의 에너지이용에 큰 영향을 주며 도시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교통에너지수요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토지의 고밀도 이용은 에너지 효율적 

주거형태와 맥락을 같이 하여 인적， 물적 정보의 이동을 감소시켜 이에 따른 에너지자원의 소 

비를 감소시키며 결과적으로 온실가스 발생량을 감소시킨다. 많은 연구에서 에너지효율적인 

도시개발형태로 집중된 개발 즉 “압축도시 (Compact City)"라는 개념의 도시를 제안하고 있 

다(Breheny， M. J. , 1992, pp. 138-159). 

도시형태가 에너지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표 1>에서 보면 알 수 

있는데 이는 도시를 계획하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서 건물형태는 내부공간의 냉 · 난방을 위한 에너지소비에 많은 영향 

을 준다. 한 연구에 의하면 에너지소비에 있어서 단독주택지의 개발은 동일한 수용인구의 연립 

〈표 ,> 도시형태가 에너지수요에 미치는 영향 

토지이용(셜계)변수 요인 에너지수요영향정도 

각종 변수의 종합(형태， 크기， 분 통행수요 150% 까지 다양함 
산정도퉁) 

활동의 분산 통행수요(거리) 130% 까지 다양함 

도시형태 통행수요 20% 까지 다양함 

밀도와목적지의 밀집성 대중교통수단의 정제성 중대 20% 까지 절약 

건물형태， 토지이용의 밀도 혹은 CHP{combined heat and 에너지효율성 100%까지 향상 
혼합도 power) 의 활용가놓성 중대 

배치， 방향，셜계 자연에너지 이용 약 12% 

입지，배치，조경，자재 미기후의 활용 최소 5% 이상 

자료， Owens. S. E. , 1992, “Energy,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and Land Use Planning" , 
Breheny, M. J. , Sustaínable Development and Urban Form, pp.79-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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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다 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녔다(Barnes D. & Rankin L. , 1975, pp. 31-42). 영국 

신도시 밀튼 케인즈의 시범사업에 따르면 이상적인 상황에서 태양에너지의 사용은 연료소비를 

11-12%나 감소시킬 수 있다고 조사되고 있다.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정상적으로 건립된 밀 

도에서 단독주태의 100%, 연립주택의 50% , 아파트의 25%가 자연형 태양열 설계에 의해 완 

전한 에너지절약 잠재력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Owens， 1992, p. 83). 

]11:. 주거지의 에너지절약을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 

주택의 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주돼이 위치하는 대지의 지역기후 및 미기후， 

건축되는 대지의 지형， 주돼의 형태， 배치 및 외피구성， 설비， 주택내 거주인원수， 셜계 및 시 

공방법， 주택내 에너지원 둥을 들 수 있다(대한건축사협회， 1990, p.19). 

에너지절약을 위한 분석요소는 지역기후(macro-clima te) 와 미기후(micro-climate)는 물 

론 인접 대지의 상황， 지형， 배수， 토질， 식생 동의 기폰 조건파 이의 활용방안이 포함된다. 

대지의 부정적인 요소， 즉 겨울철의 일사획득을 방해하는 수목， 지형， 인공구조물과 차가운 북 

서풍을 유도하는 구조물 및 대지의 형상， 주변 교통 및 인접건물로부터의 소음 둥은 극소화해 

야 하며 긍정적인 요소 즉 겨울철 일사획득에 도움이 되는 요소， 여름철의 식재 및 맞통풍을 

유도하는 상풍향 둥은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대한건축사협회， 1996, p.5). 

1. 향과 경사 

대지의 향은 건물의 에너지 요구를 감소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일반적으로 일사량 

을 최대로 획득할 수 있는 대지의 향은 남향과 남동향 사이로 약간 기울어진 경사지이며 남측 

의 전면도로가 동서측으로 향하고 남쪽 수평면에 일사획득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이 없는 지형 

이 유리하다. 경사지의 경우 경사의 정도에 따라 대지 내에서 획득할 수 있는 일사량은 큰 차 

이를 나타내며 남향으로 10도 기울어진 경사지에서는 평지보다 약 110-130%의 일사획득이 

가능하다‘ 따라서 에너지절약에 가장 유리한 대지는 남남통 방향을 향하여 경사진 대지이며 이 

때 북쪽의 경사는 북서풍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이다. 일사량의 획득을 위한 

이상적인 건물의 대지는 정남향에서 동남쪽으로 12도 기울어져 있는 위치이며 전면도로가 일 

반적으로 동서측으로 향하고 남쪽 수명면에는 다른 장애물이 없는 지형이 유리하다. 대지의 형 

태가 명편한 대지에서는 도로가 남쪽에 위치할 경우 남쪽으로 변한 넓은 외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은 도로에서 가능한 한 후퇴시켜 배치하고 도로의 남쪽면에 위치하는 건물들은 북쪽 

으로 변하는 외부공간을 줄이기 위해 건물을 도로에 인접시키도록 한다. 대지의 형태가 경사지 

인 경우에 경사의 향이 일사조건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며 일반적으로 남쪽을 향하여 경 

사진 북쪽에 바랍막이가 될 수 있는 구릉지가 있는 대지의 형태가 가장 이상적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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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축사협회， 1990, p. 31). 

2. 바람의 영향 

일반적인 대지에서는 여름철에 동서방향을 개방함으로써 자연통흥과 환기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겨울철에는 북서풍을 가능한 한 차단함으로써 열손실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바랍에 대 

하여 가장 효과적인 대지는 남쪽흐로 향한 경사지이다(대한건축사협회， 1996, p. 9) . 

주거단지 내에서는 건물배치에 따라 기류가 영향을 받게 되는데 세 가지 배치형태 즉 병렬배 

치， 엇배치， 부정형배치별로 바람의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병렬배치 

병렬배치는 바람이 앞 건물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므로 충분한 인동칸격을 유지하지 않으면 

앞 건물로 인해 풍속저하역이 형성됨으로 건물 전면의 풍속을 줄이는 방법이 된다. 

(2) 엇배치 

건물이 사션방향으로 배치되어 전면 건물과의 거리는 약 2배가 된다. 이에 따라 길어진 건 

물과의 길이로 인하여 풍속이 병혈배치와 비교해 별로 저하되지 않는다. 

(3) 부정형 배치 

높이가 서로 다른 건물이 불규칙하게 배치되어 있으면 기류현상이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지 

만 공기의 흐름은 기본원리를 벗어나지 않는다. 바랍이 건물 앞으로 불어오면 건물 앞에는 정 

압， 건물 뒤에는 부압이 발생하며 이 압력차에 의해 공기의 흐름이 생기며 기류가 형성된다(대 

한건축사협회， 1996, p.1이. 

이러한 특정으로 볼 때 건물의 배치는 단지내 통풍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병렬식 배치보다는 

엇배치식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건물의 배치는 동서로 길게 남향으로 배치하는 것이 

에너지절약에 가장 유리하다(건셜부， 1994, p. 23). 

a 식생의 영향 
전형적으로 도시지역의 여름 온도는 열성현상 때문에 농촌지역의 온도보다 화씨 2도 내지 8 

도가 높다. 도시지역의 열은 여러 가지 요소 때문에 축적이 되는 데 식생의 양과 표면의 색채 

가 영향을 주고 있다. 전략적으로 나무를 섬고 건물파 포장 표면의 색채를 열게 함으로서 냉방 

을 위한 에너지이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미국 국립과학아카데미의 연구에 의하면 식재를 해주 

고 도시표면의 색채를 열게 해 줌으로서 미국이 에어컨을 위해 매년 소비하는 전력량의 25% 

를 절약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도로나 건물， 기타 표연에 짙은 색의 물질을 이용함으로 

써 태양열을 반사하기보다는 홉수하는 도시로 만들고 있다(Hashem Akbari, et a l. eds. , 

1992, p.17-18). 
수목은 기후와 건물의 에너지이용을 두가지 방식으로 영향을 준다. 수목은 건물이나 지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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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제공하는 그늘에 의해 직접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태양열의 방사를 차단함으로써 수목 

은 구조물이나 건물과 지표의 온도가 대기온도 이상으로 상숭하는 것을 막아준다. 간접적으로 

는 수목은 증산작용을 통해 수목 주위의 대기를 냉각시켜 건물을 차게 한다. 땀을 훌리는 과정 

과 유사하게 수목온 대기를 럽게 할 수 있기 전에 나뭇잎으로부터 물을 증산하기 위해 열을 활 

용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나뭇잎 주변의 공기를 차게 한다. 많은 나무와 잎의 누적적인 효과가 

광역의 지역 공기를 차게 할 수 있다. 건물에 인접해서 전략적으로 식재된 교목과 관목은 여름 

철의 에어컨 비용을 15%-35% 정도 감축시킬 수 있다. 단순히 에어컨을 관목이나 녕쿨식물로 

덮기만 해도 연중 냉방에너지 비용을 10%까지 절약할 수 있다. 수목의 위치가 매우 중요하 

다. 예를 들면 늦은 아침， 오후， 이른 저녁 햇빛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수목이 건물의 동측이나 

서촉， 남측에 그늘을 제공하도록 위치시켜야 한다(Hashem Akbari , et a l. eds. , 1992, 

pp.20-21). 

우리나라에서 녹지의 용도조절효과를 측정한 연구(윤용한， 송태갑， 1998, pp.91-98) 에 의 

하면 공원녹지 주변 시가지의 기용이 공원녹지 내부의 기온보다 고온이었다. 녹지 내부의 저온 

역 (低溫城)은 수립지 (樹林地) 주변에서， 고온역 (홈溫빼은 나지 (操地) 주변에서 나타났으며 토 

지피복상태가 기온분포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또한 녹지 주변 시가지의 기온은 

녹지에 가까울수록 낮아지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녹지 내 · 외부의 기온차에 의한 것으로 

저온의 공기가 유출되어 주변 시가지의 기온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녹피율이 증 

가할수록 기온이 저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최고 기온의 경우 더 현저하게 나타녔다. 

수림지 (樹빼)와 초지 (草地)의 기온을 낮추는 효과를 비교하면 초지보다 수렴지가 기온저하효 

과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색채의 영향 

일반적으로 물체의 표면이 짙은 색채일 때는 열을 홉수하며 열은 색채일 때는 열을 반사하여 

서늘해진다. 이러한 물체 표면의 반사도를 알비도 (albedo) 라 부른다. 많은 연구에서 표면의 

알비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표면의 온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 사크라멘토 

(Sacramento)의 전형적인 주태의 컴퓨터 시뮤레이션에 의하면 지붕이나 벽의 알비도를 0.2 

에서 0.6으로 높이면 에어컨의 총비용을 22%까지 절약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는 극 

단적인 방식이 아니라 단순히 회색의 벽을 회색을 띈 흰색으로 바꾸고 짙은 색의 지붕을 열은 

색의 지붕으로 대체하는 것으로도 전체적인 알비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짙은 색 표면을 많이 

가진 도시로서 무더운 햇빛이 내리찍는 기후에서 실질적인 알비도 변화로 도시의 대기온도를 

화씨 약 5。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고 연구자들은 추정하고 있다(Hashem Akbari, et al. 

eds. , 1992, pp. 22-23). 

만약 미국 도시에서 1억주의 수목을 식재하고 열은 색채의 표면을 만드는 프로그햄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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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면 매년 500억kh의 전력 (미국 년간 전력사용량의 2%)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추정하는 

과학^l-들도 있다. 또한 이로 인해 대기중의 이산화탄소(C。이 배출량을 매년 3， 500만톤(미국 

년간 이산화탄소(C02) 배출량의 약 1%) 감축시킬 수 있다고 추정하고 었다(Hashem 

Akbari, et a l. eds. , 1992, p. 24). 

IV. 주거단지 설계시 에너지절약 설계기법 

에너지절약형 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미기후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두가지 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다. 첫째는 주택의 입지를 결정하는데 주변의 기후가 주택에 유리한 적지를 선택 

하여 입지시키는 것이고 둘째는 주택이 입지된 상태에서 주택에 불리한 기후요소를 다른 인위 

적 인자에 의해 변형시켜 주택에 유리한 미기후를 조성하는 것으로서 주된 대상은 건물자체에 

대한 것으로서 일사의 조절， 태양의 집열， 통풍과 방풍 둥의 적극적 방법을 취하게 된다(양병 

이， 김기호， 1984, p. lO). 에너지절약을 위한 주택건축을 위하여 셜계자는 우선 에너지절약 

에 적합한 대지를 선정하여 분석하여야 하며 분석요소로서는 지역기후와 미기후는 물론 인접 

대지， 지형， 배수， 토질， 식생 풍의 기존 조건과 이의 활용방안이 포함된다. 대지의 부정적 요 

소 즉 겨울철의 일사획득을 방해하는 수목， 지형， 인공구조물과 여름철의 자연통풍을 방해하는 

구조물 및 대지의 형상 둥은 극소화해야 하며， 긍정적요소 즉 겨울철의 일사획득에 도움이 되 

는 요소 즉 여름철의 식재 풍은 활용하여야 한다(대한건축사협회， 1990, p.30). 

주거단지 설계시에 에너지절약을 위한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가 에너지절약 

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에너지절약효과를 얻기 위해 특히 중점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셜계의 

주요 요소들로는 1) 단지의 위치， 2) 지형이용. 3) 단지의 규모. 4) 건물의 향배치， 5) 건물 

의 형태， 6) 건물밀도와 인동간격， 7) 단위주돼의 세장비， 8) 단지의 조경 동을 들 수 있다 

(박양우， 1983, pp. 19-26). 

1. 단지의 위치 

에너지절약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단지의 위치가 중요한데 특히 자연요소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부지를 선정하도록 해야 한다. 에너지절약형 주거단지의 적지를 선정하기 위 

해서는 〈표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은 항목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지형이용 

아파트건물이 위치한 주변의 지형조건에 따라 난방에너지의 손실율에 차이가 있다. 지형이 

각각 명지 (1) 와 산지의 갱우 그리고 산지의 경우 다시 산이 통계 추풍방향에 바람막이 역할이 

되도록 위치된 경우(II)와 바람을 받게 되는 경우(I1I)의 3가지 지형과 아파트 배치상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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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주거단지의 적지 선정시 미기후 이용올 위한 단지분석 점검항목 

기 준 

지형과주요단지양상 *경사지와 명지 

*기존의 식생과 건물 

*단지고도와地~ 

점검항목 

* 중요한 자연요소 수계 퉁 

태양열을 차단가놓한 차단요소 I * 수종， 수고， 낙엽수 혹은 상록수 
* 단지상에 그렴자를 던질 수 있는 큰 장애물의 위치와 높이 
*태양열을 받기에 부족한 불리한 장소:안개湖 (fog pocket) 북쪽사면 
* 큰 장애물의 그림자 유형의 스케치 

단지상의 에너지 보전적 요소 I * 계절별 바랍의 방향과 양상 
*서려나 안개지역 

*수계 

*대기질 

*지표의 상태: 나지， 포장 퉁 

* 반사표면: 모래， 물， 콘크리트 둥 

제약요소 *단지의 제약조건 

자료 :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1979) , Site Planning for Solar Access, p.43. 

에 따른 에너지손실열량을 비교하면 통계 추풍방향에 바랍막아 역할이 되도록 위치된 경우(II) 

가 열손실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박양우， 1983, pp.19-26). 

3. 건물의 배치방향 

건물의 배치는 대지내에서 태양에너지활용이 가장 극대화될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해야 하며， 

건물의 향은 태양에너지를 난방에 적극 이용하면서도 여름철 냉방에 미치는 영향을 극소화할 

수 있도록 셜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계획 초기 단계에서 Sun Chart를 이용한 대지분석 

과 인동간격의 확보 및 태양창을 이용한 일사 및 일조확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대한건축사 

협회， 1990, p.37). 

대지 내에서 건물의 위치가 결정되면 건물내부에서 일사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건물의 

최적방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건물의 최적방위는 대지조건이나 건물의 유형 및 형태에 따라 일 

률적으로 젤정하기는 어렵지만 주택의 경우 주요 기능을 갖는 실내공간들이 남쪽에 배치되도 

록 남향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건울의 향에 따른 연간 난방부하의 차이를 컴퓨터시율레이션 

을 통해 비교한 것을 보면 남향이 가장 유리하고 서향이 가장 불리하며 동향은 서향보다는 유 

리한 것을 알 수 있다(대한건축사협회， 1990, p. 39). 

건물의 남측에 배치된 공간은 난방과 채광에 필요한 대부분의 에너지를 태양으로부터 공급 

받을 수 있다. 각 설은 일사의 필요 정도에 따라 남동， 남， 남서로 배치한다. 겨울동안 남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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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향에 비해 약 3배의 일사를 받기 때문에 난방과 채광에 태양을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 

다(E. Mazria 지음， 김정태 옮김， 1989, p. 62). 건물의 북측은 겨울동안 직사광선을 전혀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줍고 어두워 보통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건물의 북쪽이 지면을 향하 

는 건물형태가 바람직하다. 부지는 남쪽으로 경사진 것이 좋고 가능하면 북측 벽면적을 최소화 

하기 위해 건물의 북측을 성토하는 것도 유효하다. 건물의 북측 높이를 낮게 하면 겨울에 건물 

그림자가 짧아진다. 채광이나 난방이 별로 필요하지 않는 실은 건물의 북측에 배치하는 게 좋 

은데 이러한 공간은 거주공간이나 북측의 추운 공칸 사이를 완충시키는 역할을 한다(E. 

Mazria 지음， 김정태 옮김， 1989, p. 59). 

일자형 아파트의 경우 남향이 다른 어떤 향보다 에너지절약의 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의 방위는 대지조건이나 건물의 유형 및 형태에 따라 일률적으로 셜정하기는 어 

렵지만 공동주택의 경우 특히 거실 동 주요 기능을 갖는 공칸들이 남쪽을 향하도록 배치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때의 남향은 정남을 중심으로 동쪽 45。 서쪽 15。의 범위를 말하며 최척의 

방위는 정남에서 동쪽으로 17.5。 정도 벗어난 향이 된다(대한건축사협회， 1996, p. 6-7). (참 

조 그림 1) 

건물군은 동서방향으로 가늘고 긴 형태를 갖도록 하고 남북방향으로는 각 건물에 태양열획 

득이 보장되도록 간격을 띄어야 한다. 건물을 다른 건물에 그늘이 지지 않도록 태양열에 직접 

접근되는 배치를 해야 한다. 뉴멕시코주의 푸에블로 아코마(Pueblo Acoma) 에 있는 단독주 

택들은 모든 주택들이 남향의 테라스형으로 동서방향으로 가늘고 긴 배치를 하고 있다. 남북방 

확 

셔 t""""'" j ‘ I ‘ ; 동 

납 17.50 

〈그림 1> 일사획득을 고려한 건물의 최적방위 
자료: 대한건축사협회， 1996,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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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으로는 건물군이 충분한 간격을 갖도록 하여 겨울철에도 높은 건물이 인접건물에 그늘을 주 

지 않도록 배치되었다(Gary O. Robinette, 1977, p. 80). 

4 건물의 형태 

건물의 형태에 관해서는 국내의 여러 연구플이 각기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혼란을 주고 

있다.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견해는 건물 장단변의 길이가 같은 정방형의 건물이 에너지절약 

에 가장 유리하다는 주장과， 긴 장방형의 건물이 가장 유리하다는 주장이다. 대한건축사협회의 

연구(대한건축사협회， 1990, p.42) 에서는 정방형의 형태가 가장 유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건물의 형태는 태양복사열의 수용정도와 열방출을 결정짓는 외피면적과 관계가 있다. 건물 

의 평면형태는 평면의 장단변비로 알 수 있는 데 같은 면적의 주택에서는 장단변의 비가 1:1 

인 정방형의 밀집된 형태가 에너지절약에 가장 유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건셜부의 연구(건셜부， 1994, p.24) 에서는 1: 1. 4 정도의 긴 장방형의 형태가 가장 유 

리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단위세대의 형태는 남북방향으로 길게 장단변비가 클수록 난방부 

하가 줄어들게 된다. 또한 장단변비가 큰 단위세대로 구성된 주동은 표면적/바닥면적 비가 작 

게 되어 주동전체의 에너지절약에 유리하다. 그러나 실의 기능이나 공간의 효율적 구성 둥을 

고려할 때 장단변비는 1: 1. 4 정도로 긴 장방형의 평면형태가 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상반된 두가지 주장에 대한 해답을 암시해 주는 연구결과를 Olgyay가 제시하고 

있다. 그는 말하기를 정방형의 건물이 겨울철의 열을 보존하고 여름철에 시원하도록 유지하는 

데 가장 좋은 특성을 갖고 있다고 널리 믿어져 왔다. 이러한 믿음은 정방형의 건물은 외피면적 

이 최소이면서 최대의 용적을 갖는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이러한 원리는 비교적 창문이 

작기 때문에 열방출 효과가 거의 없는 옛날 건물형태에는 타당할지 모르나 창문이 큰 현대식 

건물에는 이러한 개념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는 결론적으로 1) 열대， 온대， 한대 등 어떤 

지역에서나 정방형의 주택은 적정한 형태가 아니다. 2) 남북축으로 기다란 모든 형태는 정방 

형보다 겨울철이나 여름철 모두 다같이 효율성이 낮다. 3) 모든 경우에 적정한 형태는 동서방 

향으로 기다란 형태이다. 온대지역에서 태양열의 효율상 가장 적정한 건물형태는 동서축으로 

기다란 1: 1. 6의 비례를 갖는 건물형태이다고 주장하고 있다(Victor Olgyay, 1963, p. 87). 

이에 대해서는 Mazria 도 Olgyay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E. Mazria 지음， 김정태 

옮김， 1989, p. 56) . 건물의 개략적인 형태를 결정할 때는 일사가 건물에 사업되는지를 검토 

해야만 한다. 그는 동서로 가늘고 긴 건물은 겨울철에 남면으로 많은 해가 비치기 때문에 보다 

많은 태양열을 실내로 사업시킬 수 있으며 이 형태는 모든 기후에서 겨울의 난방부하와 여름의 

난방부하 동을 최소화하는 데 가장 효율적인 형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건물의 개략적인 형태를 

결정한 후에는 남측에 난방이나 채광이 크게 요구되는 공간을 배치하고 북측에는 수납공간， 차 

고， 유틸리티 등을 배치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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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로 가늘고 긴 건물은 열취득이 최대로 필요한 겨울에 남면이 크게 노출되며 일사가 불필 

요한 여름에는 열취득이 최대가 되는 동서면이 작게 노출된다. 북위 32-56
0

C에서는 겨울동안 

건물의 남면이 동서면보다 약 3배의 태양 일사열을 받는다. 여름에는 이 상태가 역전되어 남면 

이 받는 일사량은 지붕이나 동서면보다 적으며 건물의 북면은 여름과 겨울동안 거의 일사를 받 

지 않는다. 남쪽으로 면한 면적이 크면 태양열을 겨울동안 최대한 취득할 수가 있다. 각 주호 

가 동서방향으로 연결된 칩합주돼은 어느 기후구에셔나 바랍직하다. 01 경우 각주호의 동서면 

은 계벽의 역할을 하며 동서면이 외기에 접하는 것은 양 끝에 있는 주호이기 때문이다. 동서로 

가늘고 긴 형태를 취하는 것이 부지조건이나 다른 디자인 요소와 합치될 경우 건물형태를 결정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건물의 폭이다. 실내로 일사를 사업시키는 개구부가 주로 남 

면 창이라면 건물의 공간 깊이는 바닥으로부터 창높이의 2.5배 이내로 한다. 그렇게 하면 일사 

가 실내의 전역에 업사된다. 국제조명공학회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공간의 깊이는 창 높이의 2-

2.5배 정도가 자연채광에 적당하다고 한다(E. Mazria 지음， 김정태 옮김， 1989, p. 57). 

a 건물의 인동간격 
인동간격의 산정은 대지의 경사도， 경사의 방향， 건물의 높이， 건물의 방향 둥에 따라 달라 

지는데 최소한의 일조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태양고도가 가장 낮은 동지를 기준으로 산정 

하여야 한다. 건물이 동지때 충분한 일조를 받기 위해서는 8시간 일조시간을 확보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의 6시간 일사가 충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때 인통 

간격은 전면 건물높이의 2.54배의 거리가 있어야，한다(대한건축사협회， 1990, p. 41). 

우리나라와 같은 위도에서 거실에 하루 최소 4시간 이상의 일조시칸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동계수를 적어도 1. 5 이상이 필요하다. 엇배치식 단지배치는 인동거리가 1. 0 또는 1. 25임에 

도 불구하고 엇배치 특성상 그 2배의 인동거리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병렬식 단지배치방식 

을 엇배치식 단지배치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평지의 경우 3시간 이상 일조가 가능하며 남 

향 하방경사 5。의 경우 5시간 이상， 그리고 10。 이상의 경우에서는 6시간 이상의 일조가 가능 

하다(대한건축사협회， 1996, p.13-14). 

a 건물의 세장비 
동일 평수의 아파트이지만 단위평형상의 폭과 깊이의 차이에서 소요공급열량의 차이가 있 

다. 세장비가 클수록 외기에 면한 벽면적이 적어 난방열손실이 척어지고 반대로 세장비가 작을 

수록 외기에 면한 벽면적이 많아 열손실이 많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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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에너지절약을 위한 조경설계기법 

1. 에너지절약형 식재 

식생이 기후조절에 미치는 효과는 네가지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겠는데 첫째는 태양열일조 

조절효과이고 둘째는 바람조절효과이며 셋째는 강우조절효과이고 넷째는 기온조절효과이다. 

태양열 일조를 식생재료 즉 수목으로 조절하는 데는 네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첫째는 태 

양열을 홉수하는 것이고 둘째는 태양열을 반사하는 것이며 셋째는 태양열을 방사하는 것이고 

넷째는 태양열을 전도시키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밀집된 삼림은 태양열 일조량의 75-90%를 

홉수할 수 있지만 개개의 나뭇잎은 25%만 홉수할 수 있다. 밀식된 삼립은 태양열을 75-80% 

를 홉수하는 반면 5%는 전도시키고 15-20%는 반사시킨다. 수목에 의한 그늘 제공은 태양열 

을 차단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해준다. 태양열을 활용하는 주택단지의 셜계시에는 수목에 의한 

그늘제공이 상당한 중요성을 갖게 되는데 수형에 따라 그늘의 형태도 달라진다는 점을 감안하 

면 수총 선택시에도 그늘의 형태를 고려하여 결정하지 않으면 안된다(양병이， 김기호， 1984, 

pp. 5-7). 수목을 식재시에는 수목이 완전히 자라 성목이 되었을 때의 그늘의 크기와 형태를 

고려해 가능한 한 여름철에 많은 그늘을 제공하고 겨울철에는 일조를 차단하지 않는 수종을 선 

돼해 식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에서 조경용으로 많이 식재되는 수목을 수종별로 그 

늘의 제공면적(그늘의 제공면적은 수관폭과 수고에 비례한다고 가정)을 살펴 보면 다음 〈표 3) 

에 나타난바와같다. 

또한 식재간격에 따라서도 태양열일조량이 차이가 나는 데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식재 

간격이 조밀하면 할수록 일조량은 감소하게 되어 여름철의 그늘을 많이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식생의 이용에 있어서는 태양열의 활용과 에너지절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농력에 관해서 다 

옴과 같은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Gary O. Robinette, 1977, p. 118). 

- 단일 수목의 수고와 수관폭 

여 러 주의 수목들간의 간격 

- 수목의 형태와모양 

- 수목 식재밀도 

- 수목이 침엽수인지 낙엽수인지 상록활엽수인지 여부 

- 수목의 성장 후의 크기와 형태 

남측의 창은 지붕차양 혹은 식물， 시렁 퉁으로 그늘지게 해야 한다. 주거용 건물의 남측은 

오직 낙엽수만 이용되어야 한다. 도로는 가능한 한 건물이나 구조물의 북측에 위치시키고 건물 

의 남측의 주요 태양열방사지역에 위치시키지 않아야 한다. 주차장은 약간 차폐되고 적어도 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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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조경용 수목의 그늘을 제공하는 정도(교목류) 

성상 수종 
그늘 

과명 학명 
제공정도 

낙엽 
일본잎갈나무 000 소나무과 Pinacean Larix Kaempferi 
은행나무 000 은행나무과 Ginkgoaceae Ginkgo bi10ba 

침엽 낙우송 00 낙우송과 Taxodiaceae Taxodium distichum 
3i!.S' ’L 메타셔l콰이어 00 낙우송과 Taxodiaceae Metasequoia glyptostroboides 

신갈나무 000 창나무과 Fagaceae Quercus mongolíca 
수양벚나무 000 장미과 Rosaceae Prunus leveilleana 
난티잎개암나무 000 자작나무과 Betulaceae Corylus heterophylla 
가중나무 000 소태나무과 Simaroubaceae Ailanthus altissuma 
양버즘나무 000 버즘나무과 Platanaceae Platanus occidentalis 
양버들 000 버드나무과 Salicaceae Populus nigra 
이태리포플러 000 버드나무과 Salicaceae Populus euramericana 
왕버들 000 버드나무과 Salicaceae SalÍx glandulosa 
은백양 000 버드나무과 Salicaceae Popu1us alba 
농수버들 000 버드나무과 Salicaceae Salix pseudo-lasiogyne 
꽃개오동 000 농소화과 Bignoniaceae Catalpa bignonioides 
느릅나무 000 느릅나무과 Ulmaceae Ulmus davidÍana 
느티나무 000 느릅나무과 Ulmaceae Z강.Jkova serrata M경kino 

팽나무 000 느릅나무과 Ulmaceae Celtis sinensis 
산벚나무 00 장미과 Rosaceae Prunus sargentii 
왕벚나무 00 장미과 Rosaceae Prunus yedoensis 

닥엽 오리나무 00 자작나무과 Betulaceae Alnus japonia 
활엽 물오리나무 00 자작나무과 Betulaceae ι<11n us hirsu ta 
교목 박달나무 00 자작나무과 Betulaceae Betula schmidtii 

자작나무 00 자작나무과 Betulaceae Betula platyphylla 
서어나무 。。 자작나무과 Betulaceae Carpinus laxif10ra 
꾸지뽕나무 00 뽕나무과 Moraceae Cudrania tricuspidata 
현사시나무 00 버 드나무과 Salicaceae Populus albaglandulosa 
용버들 00 버드나무과 Salicaceae Salix matsudana 
모감주나무 00 무환자나무과 Spindaceae Koelreuteria paniculata 
태산목 00 목련과 Magnoliaceae Magnolia grandif10ra 
률립나무 00 목련과 magnoliaceae Liriodendron tulipifera 
백목련 00 목련과 Magnoliaceae Magnolia heptapeta 
멸구술나무 00 멸구슬나무과 Meliaceae Melia azedarach 
음나무 00 두릅나무과 Araliaceae Kalopanax pictus 
담팔수 00 담왈수과 Elaeocarpaceae Elaeocarpus sylvestris 
고로쇠나무 00 단풍나무과 Aceraceae Acer mono 
네군도단풍 00 단풍나무과 Aceraceae Acer Negundo 
단풍나무 00 단풍나무과 Aceraceae Acer palmatum 
복자기 00 단풍나무과 Aceraceae Acer trif10rum 
은단풍 00 단풍나무과 Aceraceae Acer saccharinum 
중국단종 00 단풍나무과 Aceraceae Acer Buergerian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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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 수총 
그늘 

파명 학명 
제공정도 

시무나무 00 느릅나무과 Umaceae Hemiptelea davidii 
후박나무 00 녹나무과 Lauraceae Persea thunbergii 
계수나무 00 계수나무과 Cercidiphyllaceae Cercidiphyl1um japonicum 
감나무 00 감나무과 Ebenaceae Diospyros kaki 
호도나무 00 가래나무과 Juglandaceae Juglans sinensis 
중국굴피나무 00 가래나무과 Juglandaceae Pterocarya stenoptera 
상수리나무 000 참나무과 Fagaceae Quercus acutissima 
참요풍 00 현삼과 Scrophuariaceae Paulonia tomentosa 
곰의말채나무 00 충충나무과 Cornaceae Cornus macrophylla 
충충나무 00 충충나무과 Cornaceae Cornus controversa 
말채나무 00 총충나무과 Cornaceae Cornus walteri 
먹갈나무 00 참나무과 Fagaceae Quercus dentata 
굴참나무 00 참나무과 Fagaceae Quercus variabi1is 
갈참나무 00 참나무과 Fagaceae Quercus aliena 
졸참나무 00 참나무과 Fagaceae Quercus serrata 
밤나무 00 참나무과 Fagaceae Castanea crenata 
너도밤나무 00 참나무과 Fagaceae Fagus multinervis 
미국풍나무 00 조록나무파 Hamamelidaceae Liguidambar styraciflua 
조록나무 。。 조록나무과 Hamamelidaceae Distylium racemosum 
귀릉나무 00 장미파 Rosaceae Prunus padus 

낙엽 팔꽃나무 。 팔꽃나무과 Thymelaeaceae Daphne genkwa 
활엽 산수유 o 충충나무과 Cornaceae Cornus afficinalis 
교목 풍년화 o 조록나무과 Hamamelidaceae Hamamelis japonica 

아그배나무 o 장미과 Rosaceae λtfalus sieboldii 
채진목 o 장미파 Rosaceae Malus sieboldii 
자두나무 o 장미파 Rosaceae Purnus salicina 
모과나무 o 장미과 Rosaceae Chaenomeles sinensis 
꽃사과 o 장미과 Rosaceae Malus 
매실나무 o 장미과 Rosaceae Prunus mume 
산사나무 o 장미과 Rosaceae Crataegus pinnatifida 
야광나무 o 장미과 Rosaceae Malus baccata 
복숭아나무 o 장미과 Rosaceae Prunus persica 
살구나무 o 장미과 Rosaceae Prunus armeniaca 
앵도나무 o 장미과 Rosaceae Prunusa tomentosa 
명자꽃 o 장미과 Rosaceae Chaenomeles specilsa 
사방오리 o 자작나무과 Betulaceae Alnus firma 
소사나무 o 자작나무과 Betulaceae Carpinns coreana 
붉나무 o 윷나무과 Anacardiaceae Rhus chinensis 
소태나무 o 소태나무과 Simaroubaceae Picrasma quassíoides 
뽕나무 o 뽕나무과 Moraceae Morus alba 
물푸레나무 o 물푸헤나무과 Oleaceae Fraxinus rhynchophyl1a 
목련 o 목련과 Magnoliaceae λðagnoJia kobus 
함박꽃나무 o 목련과 Magnoliaceae MagnoJia síeboldí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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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명 과명 
도
 

늘
 정
 

그
 공
 

제
끼
 

샤
 

# 성상 

Magnolia stellate 
Magnolia quinquepeta 
Magnolia hypoleuca 
Styrax japonica 
Styrax obassia 
Mallotus japonicus 
Acer mandshuricum 
Acer ginnala 
Acer pseudo-sieboldianum 
Acer palmatum 
Lindera obtusiloba 
Euonymys sieboldiana 
Zizyphys jujuba 

목련과 Magnoliaceae 
목련과 Magnoliaceae 
목련과 Magnoliaceae 
때죽나무과 Styracaceae 
때죽나무과 Styracaceae 
대극과 Euphorbiaceae 
단풍나무과 Aceraceae 
단풍나무과 Aceraceae 
단풍나무과 Aceraceae 
단풍나무과 Aceraceae 
녹나무과 Lauraceae 
노박덩 굴과 Celastraceae 
갈매나무과 Rhamnaceae 

o 
o 
o 
o 
o 
o 
o 

o 
o 
o 
o 

별목련 

자목련 

일본목련 

때죽나무 

쪽통백나무 

예덕나무 

복장나무 

신나무 

당단풍 

홍단풍 

생강나무 

참빗살나무 

대추나무 

뼈
개
 
뼈
업
 
얘
웹
 

o 

o 

로
「
 여닝
 모
「
 

상
 침
 
교
 

Chamaecyparis 
Chamaecyparis pisifera 
Abies holophyl1a 
Picea abies 
Pinus strobus 
Pinus parviflora 
Pinus dessiflora 
?능uga sieboldii 
Pinus koraiensis 
Cryptomeria japonica 
Thuja orientalis 
Thuia occidentalis 
Quercus myrsinaefolia 
Taxus cuspidata 
Torreya nucifera 
Viburnum awabuki 
Pinus thunbergiana 
Pinus rigida 
Pinus banksiana 
Abies nephrolepis 
Abies koreana 
Pinus bungeana 
Cedrus deodara 
Daphniphyllum maèropodum 
αnnamomum camhpora 

측백나무과 Cupressaceae 
측백나무과 Cupressaceae 
소나무파 Pinaceae 
소나무과 Pinaceae 
소나무과 Pinaceae 
소나무과 Pinaceae 
소나무과 Pinaceae 
소나무과 Pinaceae 
소나무과 Pinaceae 
낙우송과 Taxodiaceae 
측백나무과 Cupressaceae 
측백나무과 Cupressaceae 
참나무과 Fagaceae 
주목과 Taxaceae 
주목과 Taxaceae 
인통과 Carpifoliaceae 
소나무과 Pinaceae 
소나무과 Pinaceae 
소나무과 Pinaceae 
소나무과 Pinaceae 
소나무과 Pinaceae 
소나무과 Pinaceae 
소나무과 Pinaceae 
대극과 Euphorbiaceae 
녹나무과 Lauraceae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m 
m 
m 
m 
m 
m 
m 
@ 

m 
m 

nu 

nu 

nu 

nu 

nu 

o 
o 
o 
o 
0 

편백 

화백 

젓나무 

독일가문비 

스트로브잣나무 

섬잣나무 

소나무 

솔송나무 

잣나무 

삼나무 

측백나무 

서양측액나무 

가시나무 

주목 

비자나무 

아왜나무 

곰솔 

리기다소나무 

낙우송 

분비나무 

구상나무 

백송 

히말라야시더 

굴거리나무 

녹나무 

Sciadopitys verticillata 
Juniperus chinensis 

Juniperuis chinensis 
Pinus densiflora 

織
鍵鍵꿨

 

,m 

뼈
‘
 
m
‘ 

”ι
 

”“ 
nu 

n
ν
 n 

tt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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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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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무
 
무
 과
 

송
 나
 
나
 
무
 

。

T
H
-

배
「
 냐
，
 

낙
 
측
 
측
 
소
 

00 

0 

o 
o 

금송 

향나무 

가이즈가향나무 

반송 

않
천
 
협
 애
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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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 수종 

상록 참식나무 

활엽 센달나무 

교목 감탕나무 

그늘 

제공정도 

o 
o 
o 

과명 학명 

녹나무과 Lauraceae Neloitsea sericea 
녹나무과 lauraceae Persea japonica 
감탕나무과 Aquifoliaceae Ilex integra 

* ‘그늘제공 정도’ 는 각 수종의 성목시 최대수고×최대수관폭의 값을 상 (000) , 중 (00) ， 하 (0) 로 구분함. 

〈표 4) 식재간격에 따른 일조량의 차이 

식재간격 

2x2 ft 
4x4 
6x6 
8x8 

자료: G. O. Robinette (1977) , p. 23. 

에이커당수목수 

10,890 주 
2,722 
1,210 

680 

명균 태양열 일조량(%) 

15.9 
36.0 
46.6 
55.4 

엽수이며 캐노피 (천개형) 의 수목으로 그늘을 지 게 해야 한다(Gary O. Robinette, 1977, 

p. 1l2). 

에너지절약을 위해 활엽수는 건물의 남면이나 남동면， 남서면에 섬는 것이 좋으며 침엽수 둥 

의 상록수는 건물의 북면이나 겨울철 상풍향의 위치에 섬어야 한다. 나무뿐 아니라 담장덩쿨이 

나 관목 혹은 잔디 퉁은 여름철에 증발냉각 및 지표면반사율 감소를 통혜 기온을 낮추는 효과 

를 가져오며 벽체를 타고 자라는 녕쿨은 여름철에 벽체를 일사로부터 보호하고 겨울철에는 벽 

체를 일사에 노출시켜 에너지절약에 매우 효과적이다(대한건축사협회， p35). 주태의 오후 해 

가 비치는 쪽에 있는 수목 한 그루가 그늘이 없는 건물에 비해 화씨 10도 이상의 온도를 낮출 

수 있다(Gary O. Robinette, 1977, p. 146). 

건물과 식재가 잘 얽어져 조직되면 대기온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 식재된 지역은 건물이 있 

는 개발지역보다 증산작용， 반사， 그늘효과， 냉기의 저장 등의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화씨 

10-15%를 낮출 수 있다. 100만 인구 도시의 가상 연구에서 증산지역 즉 식채지역이 도시지역 

의 10-20%가 될 때 까지는 도시기온의 감소가 시작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산지역이 

도시지역의 20%에서 50%로 증가되면서 대기온도가 최소온도 6-7% , 최대온도 9-10%가 감 

소되었다(G. Z. Brown, 1985, p. 83) . 포장된 지역의 그늘제공은 최대 화씨 약 10도의 온도 

를 감소시킬 수 있다. 에너지절약조경을 활용하면 에어컨건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를 50%까 

지 대규모로 감소시킬 수 있다(Hashem Akbari , et a l. eds. , 1992, p. 175). 

녕쿨식물 (vine)과 수목은 그늘의 성농 뿐 아니라 모양에서 선정되어야 한다. 어떤 주어진 

장소에서 수목의 유형은 매우 중요하다. 겨울과 여름의 수목 자체의 특성 및 형태와 자연그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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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natural shading device) 로서의 그늘의 형태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실용적으로 큰 규 

격의 녹음수를 이식하는 게 바람직하다. 효율적으로 그늘을 얻기 위해서는 수목을 전략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태양이 아침과 늦저녁에 낮은 고도로 통과하는 때는 수목이 통남통과 서남서 

쪽에서 가장 좋은 성과를 가져온다(Victor Olgyay, 1963, p.74). 냉방 에너지절약 측면에서 

보면 단독주택은 녹음수의 그늘 아래에 완전히 들어가 냉방비를 줄일 수 있으나 고층아파트는 

40m 이상에 달하므로 가장 큰 녹음수인 30m 정도의 플라타너스， 느티나무 동을 사용해도 상 

층부에는 그늘의 영향을 줄 수 없고 하층부만 녹음의 효과를 볼 수 있다(이영무， 1991, 

p.107). 

에너지절약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식재지침 (Planting Guidelines) 에 의해 

조경을 하면 효과가 높을 것이다. 

- 여름철의 그늘효과와 져울철의 태양열의 침투를 위해서 닥엽수를 이용한다. 

- 침엽수는 그늘을 제공하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녹음수나 캐노피만큼 좋은 그늘을 제공하지 

는않는다. 

- 상록활엽수는 사계절 동안 극도로 밀집된 캐노피를 형성한다. 

- 구조물의 남측은 가능한 한 반사되는 표면을 갖는 포장을 감소시키고 포장의 과도한 열 과 

반사를 줄이기 위해 그늘이 지게 해야 한다. 

- 건물의 남측과 서측벽을 그늘지게 하는 벽면 위로 자라는 덩쿨식물과 시렁， 캐노피는 매우 

효과적이다. 

침엽수의 방풍식재는 최소한 2열 혹은 3열이 되어야 하며 지그재그식의 배열을 하여 식 

재하여야한다. 

- 식재나 담장이나 벽을 이용해 찬공기의 흐름을 가두어 두도록 하지 말고 흘러나가도록 하 

라. 

- 남측이나 남서측은 상록교목을 피하라. 

방풍식재는 겨울바랍을 막도록 하고 보호해야 할 구조물이나 지역에 가까이 위치해야 한 

다. 

- 거주용 구조물의 인접지역에는 잔디나 초화류가 하루종일 비교적 통일한 온도를 유지하므 

로 이를 이용하라. 

- 침엽수나 상록캐노피는 흐린 겨울철에 너무 차고 음산한 효과를 주기 때문에 이를 과도하 

게 식재하는 것을 피하라(Gary O. Robinette, 1977, p.142). 

- 에어컨에 그늘을 제공하라 에어컨이 성수기 전력소비 수요의 주된 요인이다. 온도가 올 

라가면 갈수록 에어컨의 효율성은 정점 떨어진다. 에어컨 주변을 녕쿨식물로 덮거나 trellis를 

세우거나 수목을 식채함으로써 주변의 대기온도를 화씨 6-7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놨다. 

이렇게 함으로써 성수기 때 에어컨의 성능을 약 10% 증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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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과 주변 지면을 그늘지게 하라 건물벽과 창문을 그늘지게 함으로써 에어컨 에너지 

소비를 40-50% 감소시킬 수 있다. 건물벽을 통한 열전도로 에어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수 

목을 식재하여 동쪽과 서쪽， 남쪽벽에 그늘을 제공하면 성수기의 에너지소비를 감소시킬 수 있 

다. 건물벽에 그늘을 제공하기 위한 이상적인 패턴은 수목이 완전 성장했을 때 가지가 서쪽이 

나 동쪽의 벽이나 돌출부에서 약 105m 이내， 남쪽의 벽이나 돌출부에서 약 90cm 이내 도달 

하도록 식재하여야 한다(Hashem Akbari , et a l. eds. , 1992, p. 96). 

- 수목이 성장했을 때의 수고와 수관폭이 검토되어야 하며 가능한 한 수고가 낮고 수관폭이 

넓은 수목이 유리하다. 왜냐하면 이런 수종은 하절기에는 그늘을 많이 제공해주는 반면에 동절 

기에는 그늘을 최소한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한국토지개발공사， 1990, p. 178). 

미국의 일부 도시에서는 에너지절약 조경조례를 제정하여 이를 시행함으로써 에너지절약시 

책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도 이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생각된다. 에너지절약 조경조례는 일반적으로 두가지 방식， 즉 성과기준 (performance 

standards) 과 처 방기 준 (prescriptive standards) 중 하나를 선 택 해 최 소성 과기 준 

(standards for minimal performance)을 정한다. 성과기준이란 조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는 어느 수준의 성과가 요구되는지를 명시화한 것이다.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 Sacramento의 

조례는 15년 이내에 주차장의 50%를 그늘을 제공할 수 있는 수목식재를 요구하고 있다. 처방 

기준은 조례를 충족하기 위해 최소 수준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단순한 방법을 요구하는 것이 

다. 캘리포니아의 Los Angeles 조례는 주차장의 4개 주차면수당 1그루의 수목을 요구하고 

있다(Hashem Akbari , et a l. eds. , 1992, p.114). 

2. 바람의 조절 

바람에 대하여 가장 효과적인 대지는 남면으로 향한 경사지이다. 수목이나 인공구조물을 조 

합하여 셜치하게 되면 좋은 차폐물이 된다. 바람의 형태는 대지의 형상에 따라서도 변화하는 

데 언덕이나 계콕 및 삼림 등의 자연 및 인공구조물에 의하여 대지의 바랍에 대한 노출의 강도 

및 빈도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대한건축사협회， 1990, p. 32). 

온대지방에서는 겨울철에 태양의 온난화효과를 최대화하고 여름철의 그늘을 최대화하며 겨 

울바람의 영향을 감소시키고 여름철의 대기순환을 원활히 해야 한다. 미기후상 가장 유리한 입 

지는 경사면의 중칸상부지점이 바랍이나 태양열의 접근이 좋으면서 거센 바람으로부터 보호되 

는 지점이기 때문에 유리하다. 바람으로부터 보호되고 해가 비치는 외부공간을 조성하도록 건 

물을 위치시키고 조정해야 한다. 건물군의 후면부에 바랍의 속도가 감소되는 구간은 대략 건물 

높이의 3배 혹은 4배가 되는 구간까지이다(Gary O. Robinette, 1977, pp.74-75). 

물의 가장자리 (Edges of water)는 유입되는 바랍을 냉각시키도록 조성할 수 있다. 건조한 

열대지방에서는 공기중에 증산된 물이 대기온도를 감소시킬수 있다. 분수나 풀을 내정에 둔다 



에너지철약형 주거단지 셜계기법-조경설계를 중심으로 105 

든지 함으로써 건물의 냉각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주거지를 통하거나 그 주변의 바랍의 이동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수목을 식재 할 수 있다. 

여름철에 에어컨을 최소로 쓰던가， 전혀 쓰지 않는 경우에는 바랍이 창을 통해 흘러 들어가 

도록 수목을 배치시켜 식재해야 한다. 바랍의 상시풍의 방향을 찾아서 주택 주변 수목들의 낮 

은 가지의 가지치기를 하여 여름바랍이 주태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유도해야 한다(Hashem 

Akbari, et a l. eds. , 1992, p. 96). 겨울철 계절풍으로부터 정원， 온실， 파티오 퉁 옥외공 

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잎이 무성하고 낮은 상록수를 심거나 방풍울타리 혹은 담을 배치하는 

것도 효과적이다(E. Mazria 지음， 김정태 옮김， 1989, p.59). 

3. 생태지붕 (Eco-roof)녹화 및 벽면녹화 

조방적 옥상정원 (Extensive roof garden), 생태지붕 (eco-roof) , 그린지붕(green roof) 

둥으로 불리우는 옥상녹화시스템이 독일과 네텔란드에서 많이 보급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미국 

이나 캐나다에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생태지붕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 데 건물의 단 

열기능을 향상시켜 도시의 열섬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든지， 대기오염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 

한다든지， 휴은 야생동물들의 서식처가 된다든지， 빗물을 홉수하여 우수유출량을 감소시키는 

장점을 갖고 있다(Thompson ， William , 1998, p. 48). 

옥상녹화시스댐의 열성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하계와 동계 

에 모형실험올 수행한 결과 여름철에는 단열과 함께 내부로의 푸렷한 열전달 지연효과 및 열섬 

현상 저감효과를 나타내고 겨울철에도 뚜렷한 단열효과(최대 8.5-10.5%의 에너지소비 량 절감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안태경 외， 1997, p. 85). 일반적으로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에 

시공되는 비관리-경량형 녹화공법의 대표적인 사례는 독일의 조방형 옥상녹화(extensive 

Dachbegrunung) 공법을 들 수 있고 반대로 유지관리가 필수적인 관리 중량형 녹화공법의 전 

형적인 사례로는 집약형 옥상녹화Cintensive Dachbegrunung)공법을 들 수 있다. 경량형 

녹화공법은 기존 건축물의 옥상녹화에 주로 적용되며 구조체에 미치는 하중 부담이 척고 시공 

과 관리에 노력과 비용이 적게 든다. 이 공법은 살수， 시비， 전정 퉁이 필요없이 1년에 한두번 

의 관리로 충분하게 된다. 여기에 사용되는 식물은 극한적인 자연조건하에서도 생장 가능한 식 

물이어야 한다. 즉 장기간의 건조기 및 후한에 견딜 수 있는 선태류， 식물체가 다육질인 제륨 

류， 특정의 잔디류 퉁이 주종을 이룬다. 우리나라의 다양한 야생화와 초본류도 비관리 경량형 

옥상녹화에 이용할 수 있다(안태경 외， 1997, p. 11). 

벽면녹화도 에너지절약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독일이나 일본의 생태 

주태에서는 대부분 벽면녹화를 함으로써 에너지절약효과를 얻고 있다. 독일의 생태주태에서는 

벽면의 단열재 사용과 벽면녹화를 해줌으로써 여름철에 에어컨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도 시원 

하게 여름을 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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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색채조절 

에너지절약효과를 얻는 데는 색채의 효과를 이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열은 색채의 

표면은 주간의 빛을 반사하고 공간의 조도수준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짙은 색채는 태양열을 홉 

〈표 5) 여러 가지 건축재료 색채들의 태양열 홉수도 

건축재료 및 색채 

광학 무광택 검정잭 페인트 (optical flat black paint) 
무광택 검정색 페인트(flat black paint) 
검정색 락카 (black lacquer) 
어두운 회색 혜인트(dark gray paint) 
검정색 콘크리트(black concrete) 
어두운 청색 락카 (dark blue lacquer) 
검정색 유성페인트(black 이1 paint) 
짙은 청색 벽돌(stafford blue bricks) 
어둡고 짙은 황록색 (dark olive drab paint) 
어두운 갈색 페인트(dark brown paint) 
어둔운 청회색 페인트(dark blue-gray paint) 
감청색 락카 혹은 어두운 녹색 락카(azure blue or dark green lacquer) 
갈색 콘크리트(brown concrete) 
중간 갈색 페인트(medium brown paint) 
밝은 중간 갈색 페인트(medium light brown paint) 
갈색 혹은 녹색 락카 (brown or green lacquer) 
중칸 적갈잭 떼언트(medium rust paint) 
밝은 회색 유성 페인트(light gray oil paint) 
적색 유성 페인트(red oil paint) 
훌훌은 벽돌(red bricks) 
무색 콘크리트(uncolored concrete) 
척당히 열은 황갈색 벽돌(moderately light buff bricks) 
중간 연한 녹색 페인트(medium dull green paint) 
중간 오렌지색 떼인트(medium orange paint) 
중간 노란색 페인트(medium yellow paint) 
중간 청색 페인트(medium blue paint) 
중간 짙은 황록잭 페인트(medium kelly green paÌnt) 
밝은 녹색 페인트(light green paint) 
반 광태 백색 떼인트(white semi-gloss paint) 
광택 백색 페인트(white gloss paint) 
은잭 페인트 (silver paint) 
백색 락카(white lacquer) 
윤이 나는 알루미늄 반사판(polished aluminum reflector sheet) 
알루미늄이 도금된 마일라 필름(aluminized mylar film) 
실험실 중기침전 코탱 (Iaboratory vapor deposited coatings) 

자료: G. Z. Brown, Sun, Wind, and Light, p. 121. 

홉수율 

0.98 
0.95 
0.92 
0.91 
0.91 
0.91 
0.90 
0.89 
0.89 
0.88 
0.88 
0.88 
0.85 
0.84 
0.80 
O. 79 
0.78 
O. 75 
0.74 
O. 70 
.65 
0.60 
0.59 
0.58 
0.57 
0.51 
0.51 
0.47 
0.30 
0.25 
0.25 
0.21 
0.12 
0.10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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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및 저장하기 때문이다. 건축재료와 색채에 따라 태양열의 홉수도가 현저하게 차이가 있음을 

〈표 5)에서 보여주고 있으며 색채의 종류에 따라 일조의 반사도가 상이함을 〈표 6)에서 나타 

내고있다. 

태양열을 홉수하기 위해서는 대량의 열을 저장하기 위한 표면은 검은색이어야 하고 태양열 

을 반사하기 위해서는 소량의 표면 (nonmassive surfaces) 은 열은 색채이어야 한다. 태양열 

을 홉수하여 저장하기 위해 이용하는 물질은 홉수하는 태양열 양을 적정화하도록 최소한 50% 

는 홉수율이 되 어 야 한다(Hashem Akbari , et a l. eds. , 1992, p. 120). 

외피마감재의 색채에 따라 일사의 홉수율이나 복사에 대한 방사율이 다르므로 건물의 에너 

지부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반적으로 지붕은 겨울철 복사열의 획득보다 여름철 과열현 

상이 문제가 되므로 밝게 마감하는 것이 좋다. 북측벽은 일사획득이 거의 없는 반면 외부로의 

복사열 손실이 많으므로 밝은 계통으로 마감하는 것이 유리하다. 동측과 서측벽은 여름철 일사 

량의 과다로 냉방부하의 증가 및 파열이 우려되므로 역시 밝은 계통으로 마감하는 것이 좋다. 

남측벽은 여름철 일사획득량은 비교적 적은 반면 겨울철 일사량이 많으므로 홉수율이 높은 진 

하거나 어두운 색 계통으로 마감하는 것이 유리하다(건셜부， 1994, pp.23-24). 

지형， 식생， 담장， 벽퉁은 바람막이의 기능을 하도록 하며 바랍막이가 건물의 북측에 위치할 

때는 가능한 한 남측은 열은 색채로 하여 건물 북측의 그늘진 부분에 태양열이 반사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건물의 북측에 위치한 포장재료는 열은 색채로 하여 태양열이 반사되도록 하여 

야 한다. 반면에 포장이 남측이나 서측에 위치하면 포장재료를 가능한 한 짙은 색채로 하고 표 

면을 거철게 하여 구조물의 남측이나 서측에 있는 창에 태양열이 반사되는 것을 최소화하여야 

한다(Gary O. Robinette, 1977, p. 112). 지붕은 태양열 집열장치를 제외하고는 열은 색채 

이어야 하고 반사되어야 하며 단열이 잘 되어야 한다(Gary O. Robinette, 1977, p.129). 

〈표 6) 색채의 반사도 

색채 

흰색 (white) 

담황잭 (pale yellow) , 담홍색 (rose) 
짧은 베이지색 (pale beige) , 연보라잭 (lila이 
짧은 파랑색과 녹색 (plae blue. green) 
겨자황색 (mustard yellow) 
중간갈색 (medium brown) 
중간 파랑잭， 녹잭 (medium blue, green) 
검정색 (black) 

자료: G. Z. Brown, Sun, Wind, and Light, p. 122. 

반사도 

80-90% 
80% 
70% 

70-75% 
35% 
25% 

20-3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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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맺는말 

신 · 재생 에너지를 이용해 에너지절약형 주거단지를 셜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 

할 수 있으나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태양열파 바랍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그동안 건축분야에서 

는 태양열주택을 건셜한다든지 태양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기법을 활용해 왔 

으나 조경분야에서는 연구마저도 별로 이루어지지 못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에 

너지절약형 주거단지 설계방법을 논의하면서 조경젤계에서의 에너지절약기법을 중점적으로 제 

시하고 있다. 에너지절약을 위해 조경설계에서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껄계요소로서 첫째， 여 

름철에 태양열을 차단하기 위해 그늘을 제공하는 기법과 겨울철에는 태양열을 더 많이 홉수하 

기 위한 식재기법을 들 수 있으며 둘째로는 바랍을 활용하기 위해 여름철에는 바랍을 유도하고 

겨울철에는 바람을 차단하는 식재기법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로는 건물의 표면색채가 태양열 

의 홉수 및 반사에 영향을 주는 정도가 차이가 있음에 착안하여 이를 주거단지셜계에서 활용하 

는 기법을 제시하고 있다. 앞으로 기후변화협약이 발효되면 에너지절약문제가 가장 시급한 과 

제로 부각될 가농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신 ·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에너지절약형 

주거단지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롤 위해서는 건축분야에서의 노력 못지 않게 조경분야에 

서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리라 판단된다. 이미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에너지절약조경조 

례를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제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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