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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과 분석을 결합한
환경 성능기반 설계 프로세스에 관한 연구

일조 성능기반 설계 도구의 개발 및 활용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이 태 경
지도교수 최 재 필
최근 들어 다양한 환경성능 분석 도구의 등장으로 환경 성능분석 과정을
설계에 결합하려는 시도가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환경 성능기반의 건축이
실무에 적용되는 데 있어서 아직은 기초적인 단계에 있지만, 건축계를 이끌
어가는 주요 건축가를 중심으로 점점 확산되고 있으며, 향후 건축계 전반에
이로 인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생성과 분석을 결합한 환경 성능기반의 설계 프로세스가 건축
실무에 적용될 때, 그것이 건축가와 그가 하는 설계안에 어떤 영향을 미치
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환경 성능기반의 생성형 설계 도구를
개발하고, 건축가가 이를 활용하는 사례 연구를 통해 생성과 분석을 결합한
프로세스가 설계 실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관찰하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건축 설계 과정에서 초기 단계에 이루어지는 형태의 생성과정에
환경 성능분석과정이 결합될 수 있다는 기본 전제에서 출발하였다. 아울러
형태 생성과정에 환경 성능분석과정이 결합하여 발생하는 설계안의 내용적
변화와 성능적 변화, 그리고 이로 인한 건축가의 생각 변화를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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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편화된 환경 성능기반의 설계 도구는 건축가가 만든 설계안에 대
한 평가를 진행하는 분석형 설계 도구이며, 이는 만들어진 디자인의 환경성
능에 대한 검증 도구로 활용된다. 하지만, 이 도구가 많은 디자인 정보를 요
구하고 형태 생성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디자인 탐색의 도구로는 활용될
수 없다.
대다수 건축가가 디자인과 환경성능 간의 결합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
다. 그러나 설계의 초기 단계에서 건축가가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설계 도
구는 보편화 되어있지 않으며, 이를 설계과정에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에 대한 연구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생
성과 분석을 결합한 환경 성능기반의 설계 프로세스를 구축하였다. 또한,
생성과 분석을 결합한 환경 성능기반의 설계 프로세스에 대한 유용성 검증
을 위해 일조 성능기반의 생성형 설계 도구를 개발하고 실무에 종사 중인
건축가를 대상으로 다양한 설계 프로세스를 비교하는 사례 연구를 진행하
였다.
본 연구는 생성형 설계 도구만을 활용할 때, 분석형 설계 도구만을 활용
할 때, 생성형 설계 도구와 분석형 설계 도구를 함께 활용할 때, 그리고 그
어떤 도구도 활용하지 않을 때와 같이, 총 네 가지 경우를 비교 분석하여
설계의 내용적 성능적 차이를 밝히고 사례 연구를 통한 건축가의 생각 변화
를 분석하여 설계 프로세스에 따른 건축 실무상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서술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크게 3장의 설계 도구의 개발과 4장의 활용 사례
연구로 나누어진다. 이를 각각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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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에서는 아트리움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형태변수를 설정하고 간단
한 정보의 입력만으로 쉽게 활용이 가능한 일조 성능기반의 아트리움 설계
도구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설계 도구는 기존의 분석형 설계 도구인 그래스
하퍼용 디바(DIVA for Grasshopper) 를 활용하여 그 유용성을 검증하였다.
4장에서는 실무에 종사 중인 건축가를 대상으로 생성형 설계 도구를 활용
하는 설계 프로세스, 분석형 설계 도구를 활용하는 설계 프로세스, 생성형
과 분석형 설계 도구를 함께 활용하는 설계 프로세스, 그리고 환경 성능기
반의 설계 도구를 전혀 활용하지 않는 설계 프로세스를 비교하는 사례 연구
를 진행하였다. 건축가가 일조 성능기반의 아트리움 설계 도구를 활용하여
설계를 진행하는 과정을 다른 설계 프로세스와 비교하여 관찰하고 그 결과
물을 분석하여 설계 프로세스에 따른 내용적 성능적 차이를 밝혔으며, 건축
가의 생각 변화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환경성능 분야 전문가가 아닌 건축가의 관점에서 환경 성능기
반의 생성형 설계 도구를 개발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생성형 설
계 도구와 분석형 설계 도구를 함께 활용하는 생성과 분석을 결합한 설계
프로세스를 제안하였고, 사례 연구를 통해 그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일조 성능기반의 아트리움 설계 도구
와 다른 환경 성능분석 도구가 연동된다면 건축가에게 유용한 설계 도구로
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일조 성능기반의 아트리움 설계
도구는 이러한 유용성과 확장성을 염두에 두고 개발되었기 때문에 파급효
과 및 확장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향후의 연구는 이러한 확장성의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주요어: 일조 성능분석, 그래스하퍼, 생성형 설계 도구, 아트리움 설계
학 번: 2011-30180
- iii -

1장. 서론

<목 차>

1.1. 연구의 시작
1.1.1. 연구의 배경
1.1.2. 연구의 목적
1.1.3. 연구 질문
1.2. 연구의 방법
1.2.1. 연구의 방법
1.2.2. 연구의 범위

2
2
12
13
14
14
15

2장. 환경 성능기반 설계 도구의 개발 및 활용사례 분석
2.1. 환경 성능기반 생성형 설계 도구의 개발 사례 분석
2.1.1. 생성형 설계 도구 개발 관련 해외연구 사례
2.1.2. 생성형 설계 도구 개발 관련 국내연구 사례
2.2. 환경 성능기반 설계 도구의 활용사례 분석
2.2.1. 런던시청사
2.2.2. SAHMRI
2.2.3. University Crossing at Univ. of Massachusetts in Lowell
2.3. 루버 설계 알고리즘의 개발 및 활용
2.3.1. 루버 설계 알고리즘의 개발 배경
2.3.2. 루버 관련 선행연구 분석
2.3.3. 직달일사량 조절 성능 최적화 루버 설계 알고리즘의 개발
2.3.4. 루버 설계 알고리즘의 활용
2.4. 소결

3장. 일조 성능기반 아트리움 설계 도구의 개발

3.1. 일조 성능기반 아트리움 설계 도구의 개발
3.1.1. 일조 성능기반 아트리움 설계의 개요
3.1.2. 아트리움 관련 선행연구 분석
3.1.3. 아트리움의 단면형태 변화에 따른 일조 성능변화 분석
- v -

18
18
22
25
25
26
27
29
29
30
35
43
45
48
48
50
57

3.1.4. 일조 성능기반 아트리움 설계 도구의 구조 및 검증
3.2. 일조 성능기반 아트리움 설계 도구의 활용사례
3.2.1. 일조 성능기반 아트리움 설계 프로세스의 구축
3.2.2. 일조 성능기반 아트리움 설계 도구 활용사례의 계획
3.2.3. 활용사례의 분석 계획

4장. 일조 성능기반 설계 도구 활용사례의 분석

4.1. 일조 성능기반 설계 도구 활용사례의 분석
4.1.1. 1번 건축가
4.1.2. 2번 건축가
4.1.3. 3번 건축가
4.1.4. 4번 건축가
4.1.5. 5번 건축가
4.1.6. 6번 건축가
4.2. 분석의 종합
4.2.1. 설계 프로세스에 따른 내용적 변화
4.2.2. 설계 프로세스에 따른 일조 성능의 변화
4.2.3. 환경 성능기반 설계 프로세스에 관한 건축가의 생각 변화
4.3. 소결

5장. 결론

5.1. 연구의 요약 및 의의
5.1.1. 연구의 요약
5.1.2. 연구의 의의
5.2. 연구의 한계 및 추후 연구 방향
5.2.1. 연구의 한계
5.2.2. 추후 연구 방향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65
71
71
73
80
88
89
99

108
117
126
136
146
146
152
154
157
162
162
167
170
170
172
174
178
216

- vi -

<표 차례>
1 퍼
건축 도구성을 넘어서’에 실린 에세이의 내용 및 분류
[표 2] 환경 성능기반 생성형 설계 알고리즘 구조 분석
[표 3] 루버 형태변수 선행연구 분석
[표 4] 형태변수에 대한 민감도 테스트 결과(편차)
[표 5] 차폐비율 민감도 테스트 결과
[표 6] 환경 성능기반 생성형 설계 도구의 개발 방향
[표 7] 아트리움의 일조 환경 관련 선행연구
[표 8] 선행연구 분석을 통한 아트리움 형태변수 도출
[표 9] Baseline Model Parameters
[표 10] Radiance ambient parameters
[표 11] 선행연구 및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한 아트리움의 형태변수 도출
[표 12] 위치 이동에 따른 전 층 일조 성능지수 변화
(표준형 vs 항아리형)
[표 13] 위치 이동에 따른 저층부의 일조 성능지수 변화
(표준형 vs 항아리형)
[표 14] 중심축 기울기 30° 변화에 따른 전 층 일조 성능지수 변화
(표준형 vs 항아리형)
[표 15] 중심축 기울기 30° 변화에 따른 저층부 일조 성능지수 변화
(표준형 vs 항아리형)
[표 16] 중심축 기울기 15° 변화에 따른 전 층 일조 환경 지수 변화
(표준형 vs 항아리형)
[표 17] 중심축 기울기 15° 변화에 따른 저층부 일조 환경 지수 변화
(표준형 vs 항아리형)
[표 18] Atrium parameters
[표 19] Baseline Model Parameters
[표 20] 알고리즘 검증 결과
[표 21] 사례 연구의 진행 순서
[표 22] 참여 건축가 소개
[표 ] ‘ 포머티브

- vii -

8
24
34
38
39
49
54
56
57
59
61
62
62
63
63
64
64
67
69
70

4
75
7

23] DA 분석용 파라미터
[표 24] Radiance ambient parameters
[표 25] 1번 건축가의 생성형 설계안과 분석형 설계안의 내용 분석
[표 26] 1번 건축가의 비활용 설계안과 생성형+분석형 설계안의 내용 분석
[표 27] 1번 건축가 아트리움 형태의 생성 및 변형 과정 분석
(생성형 설계 프로세스와 생성형+분석형 설계 프로세스)
[표 28] 1번 건축가의 생성형 설계안과 분석형 설계안의 일조 성능평가
[표 29] 1번 건축가의 비활용 설계안과 생성형+분석형 설계안의
일조 성능평가
[표 30] 2번 건축가의 생성형 설계안과 분석형 설계안의 내용 분석
[표 31] 2번 건축가의 비활용 설계안과
생성형+분석형 설계안의 내용 분석
[표 32] 2번 건축가 아트리움 형태의 생성 및 변화과정 분석
(생성형 설계 프로세스와 생성형+분석형 설계 프로세스)
[표 33] 2번 건축가의 생성형 설계안과 분석형 설계안의 일조 성능평가
[표 34] 2번 건축가의 비활용 설계안과 생성형+분석형 설계안의
일조 성능평가
[표 35] 3번 건축가의 생성형 설계안과 분석형 설계안의 내용 분석
[표 36] 3번 건축가의 비활용 설계안과 생성형+분석형 설계안의 내용 분석
[표 37] 3번 건축가 아트리움 형태의 생성 및 변화과정 분석
(생성형 설계 프로세스와 생성형+분석형 설계 프로세스)
[표 38] 3번 건축가의 생성형 설계안과 분석형 설계안의 일조 성능평가
[표 39] 3번 건축가의 비활용 설계안과 생성형+분석형 설계안의
일조 성능평가
[표 40] 4번 건축가의 비활용 설계안과
생성형+분석형 설계안의 내용 분석
[표 41] 4번 건축가의 생성형 설계안과 분석형 설계안의 내용 분석
[표 42] 4번 건축가 아트리움 형태의 생성 및 변화과정 분석
(생성형 설계 프로세스와 생성형+분석형 설계 프로세스)
[표 43] 4번 건축가의 비활용 설계안과 생성형+분석형 설계안의
일조 성능평가
[표

- viii -

83
83
91
94
5
96
9

6
103
9

103
104
106
106
112
112
113
114
114
119
121
123
124

44] 4번 건축가의 생성형 설계안과 분석형 설계안의 일조 성능평가
[표 45] 5번 건축가의 비활용 설계안과
생성형+분석형 설계안의 내용 분석
[표 46] 5번 건축가의 생성형 설계안과 분석형 설계안의 내용 분석
[표 47] 5번 건축가 아트리움 형태의 생성 및 변화과정 분석
(생성형 설계 프로세스와 생성형+분석형 설계 프로세스)
[표 48] 5번 건축가의 비활용 설계안과 생성형+분석형 설계안의
일조 성능평가
[표 49] 5번 건축가의 생성형 설계안과 분석형 설계안의 일조 성능평가
[표 50] 6번 건축가의 비활용 설계안과 생성형+분석형 설계안의 내용 분석
[표 51] 6번 건축가의 생성형 설계안과 분석형 설계안의 내용 분석
[표 52] 6번 건축가 아트리움 형태의 생성 및 변화과정 분석
(생성형 설계 프로세스와 생성형+분석형 설계 프로세스)
[표 53] 6번 건축가의 비활용 설계안과 생성형+분석형 설계안의
일조 성능평가
[표 54] 6번 건축가의 생성형 설계안과 분석형 설계안의 일조 성능평가
[표 55] 건축적 개념: 생성형+분석형> 생성형> 분석형> 비활용
[표 56] 매스의 형태: 생성형+분석형> 생성형, 분석형> 비활용
[표 57] 입면 디자인: 생성형+분석형, 분석형> 생성형> 비활용
[표 58] 공간의 구조: 생성형+분석형> 생성형> 분석형> 비활용
[표 59] 디자인의 원동력: 생성형+분석형> 생성형, 분석형> 비활용
[표 60] 설계 프로세스에 따른 일조 성능의 변화
[표 61] 1번 건축가의 다이어그램 분석_ 사이트 A
[표 62] 1번 건축가의 다이어그램 분석_ 사이트 B
[표 63] 2번 건축가의 다이어그램 분석_ 사이트 A
[표 64] 2번 건축가의 다이어그램 분석_ 사이트 B
[표 65] 3번 건축가의 다이어그램 분석_ 사이트 A
[표 66] 3번 건축가의 다이어그램 분석_ 사이트 B
[표 67] 4번 건축가의 다이어그램 분석_ 사이트 A
[표 68] 4번 건축가의 다이어그램 분석_ 사이트 B
[표 69] 5번 건축가의 다이어그램 분석_ 사이트 A
[표

- ix -

124
129
131
132
134
134
141
141
142
143
143
148
149
149
150
150
153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5 건축가의 다이어그램 분석_ 사이트 B
[표 71] 6번 건축가의 다이어그램 분석_ 사이트 A
[표 72] 6번 건축가의 다이어그램 분석_ 사이트 B
[표 73] 비활용 프로세스의 형태 생성과정 분석
[표 74] 분석형 프로세스의 형태 생성과정 분석
[표 75] 생성형 프로세스의 형태 생성과정 분석
[표 76] 생성형+분석형 프로세스의 형태 생성과정 분석
[표 77] 1번 건축가의 DA 분석_사이트 A
[표 78] 1번 건축가의 DA 분석_사이트 B
[표 79] 2번 건축가의 DA 분석_사이트 A
[표 80] 2번 건축가의 DA 분석_사이트 B
[표 81] 3번 건축가의 DA 분석_사이트 A
[표 82] 3번 건축가의 DA 분석_사이트 B
[표 83] 4번 건축가의 DA 분석_사이트 A
[표 84] 4번 건축가의 DA 분석_사이트 B
[표 85] 5번 건축가의 DA 분석_사이트 A
[표 86] 5번 건축가의 DA 분석_사이트 B
[표 87] 6번 건축가의 DA 분석_사이트 A
[표 88] 6번 건축가의 DA 분석_사이트 B
[표 89] 사전 인터뷰: 환경성능에 대한 인식
[표 90] 사전 인터뷰: 환경 성능적 지식의 확장
[표 91] 사전 인터뷰: 설계 도구의 활용과 창의성의 발현
[표 92] 전 후 인터뷰 비교: 환경성능의 중요도
[표 93] 전 후 인터뷰 비교: 관심의 증가
[표 94] 참여 후 인터뷰: 생성형 설계 도구와 창의성
[표 95] 참여 후 인터뷰: 환경 성능적 지식의 확장
[표 96] 참여 후 인터뷰: 가장 효과적인 설계 프로세스
[표 70] 번

- x -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1
202
202
203
203
204
204
205
205
206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그림 차례>
그 1 미국 내 산업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그림 2] DIVA Radiation Maps
[그림 3] DIVA Sun Path Diagram
[그림 4] 연구흐름도
[그림 5] 알고리즘에 의해 생성된 3차원 형태의 예시
[그림 6] 최적 배치 찾기
[그림 7] 런던시청사
[그림 8] SAHMRI
[그림 9] 자연광의 반사
[그림 10] 다양한 태양 각도에 대응하는 반사판
[그림 11] 처마형과 블레이드 처마형
[그림 12] 수평 블레이드형, 테두리형, 수직 패널형
[그림 13] 연간 직달일사량 조절 성능 최적화 루버 알고리즘
[그림 14] 특정 루버 적용 입면 도달 직달일사량 산출
[그림 15] 루버 형태변수의 민감도 테스트
[그림 16] 파라메트릭 루버 생성 모듈의 최종 형태변수
[그림 17] 평가점수 설계
[그림 18] 루버월(Louverwall)
[그림 19] 최적 루버 활용 결과
[그림 20] 프로세스 다이어그램
[그림 21] 광정 지수
[그림 22] 단면 형태별 채광 성능 실험
[그림 23] 아트리움의 방위별 위치 이동
[그림 24] 항아리형 아트리움 기본모델
[그림 25] 자연광 유입 최적화 아트리움 설계 알고리즘
[그림 26] 최적 모델과 기준 모델
[그림 27] 사용자의 외곽선 지정 및 층별 높이 입력
[그림 28] 외곽선 내부의 그리드 생성
[ 림 ]

- xi -

3
5
5
16
24
24
26
26
28
28
31
32
36
37
39
40
42
43
44
44
51
55
58
59
66
70

179
179

그 2 외곽선 내부의 사각형 생성
[그림 30] 아트리움 3차원 형태의 생성
[그림 31] DIVA 분석을 위한 그리드 생성
[그림 32] SDA 분석 결과
[그림 33] 점수화
[그림 34] 최적 모델의 채광 성능 분석 (전 층)
[그림 35] 기준 모델의 채광 성능 분석 (전 층)
[그림 36] 최적 모델의 저층부 분석
[그림 37] 기준 모델의 저층부 분석
[ 림 9]

- xii -

180
180
181
181
182
183
183
184
184

제1장 서 론

1.1. 연구의 시작
1.1.1. 연구의 배경
1.1.2. 연구의 목적
1.1.3. 연구 질문
1.2. 연구의 방법
1.2.1. 연구의 방법
1.2.2. 연구의 범위

생성과 분석을 결합한 환경 성능기반 설계 프로세스에 관한 연구

1.1. 연구의 시작
1.1.1. 연구의 배경

(1) 환경 성능기반 건축의 등장
전 세계적으로 환경오염에 의한 기후변화 심각성이 대두되고 지구 온난
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국제적 협력체계가 강화되고 있다. 과
도한 개발로 인한 에너지 고갈 및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위기감이 확산되
었고 건축물이 사용하는 에너지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도 커졌다.
미국의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미국 내 전체 CO₂발생량 중 건물과 관
련하여 배출되는 양은 약 50%로, 그중에서도 35%는 건물의 냉난방 및 조
명과 관련하여 배출되고, 15% 정도는 건물의 자재 생산 및 시공과정에서
발생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1) 건축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이 많다는 것과 관련한 보고서는 있지만, 건축물의 생애주기에 따른 단계별
로 정확한 발생량에 대한 자료는 미비한 것이 국내의 실정이다. 자재 생산,
건설, 사용, 폐기에 이르는 건축물의 생애주기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온실
가스 배출량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또한, 건
축물의 건설, 사용,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친 온실가스의 발생량 및 특
성에 대한 국가 통계의 구축 및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체계의 대대
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2)
건축물의 생애주기 비용을 분석한 한 연구에 의하면 건축물이 운영되는
동안 사용하는 에너지의 양이 전체 생애주기 내 에너지 사용량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3)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건축물의 온실가스 사용량을
감축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2017년 9월
1) 박상동, 신기식, 건물의 생애주기 평가, 설비저널, vol 29, n.8, 2000, 10
2) 국내의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 현황과 관련 정책 동향, 건축 도시 공간연구소 AURI
BRIEF, p2
3) 송창영, 강현욱, 생애주기비용 분석을 통한 친환경 에너지 냉난방 시스템의 경제성 평
가,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논문집, v.15 n.02, 2013,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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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자로 한층 강화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서울시는 건
축물의 에너지 성능 강화를 위하여 에너지 효율 등급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의 대상을 확대하고 단열 성능, 열 관류율 기준 등을 강화하였다. 또한, 서
울시는 신재생 에너지 의무 설치 비율을 지속해서 강화하고 있으며 건축 심
의 및 인허가 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 건축물
전 생애주기에 발생하는 환경피해 최소화를 위해 설계 단계부터 적용하도
록 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축 설계와 환
경 설계의 영역 분리로 인하여 친환경 건축 설계는 건축 설계와 별도로 환
경 설계 전문가에 의해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과정에서 환경 설
계는 건축물의 디자인 의도와는 상관없이 설비시스템만으로 해결하려는 경
우가 많다. 따라서 시스템이 과하게 설계되는 사례도 있고, 긴밀하게 연결
되어야 할 시스템이 제대로 협력이 되지 않거나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4) 무엇보다도 건축물의 전체적인 디자인과 환경
설계가 일관성을 갖기 위해서는 건축 설계와 환경 설계 영역 간의 소통과
4) Reed and Gordon, Integrated design and building process: what research
and methodologies are needed?. Building Research & Information,
28:5-6, p.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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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통한 통합적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기존의 친환경 건축 설계는 건축적 개념의 전개 과정과는 별개로 환경 설
계 분야에서 주도적으로 진행되었다. 예를 들면, 단열재의 두께를 두껍게
하거나, 부재 간의 기밀성을 높이거나, 삼중 유리를 사용하는 등 건축물의
각 요소의 성능을 우수하게 만들고 시공 방법에 변화를 주어 성능의 개선을
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물론 이러한 방식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
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에는 디자인과 환경성능 사이에 적절한 연결 고리
가 부재하다.
전체의 디자인과 소통되지 않는 환경 설계로 인하여, 환경성능이 우수한
건축물은 미관상 아름답지 않다는 선입견과 더불어 건축계 내부에서도 친
환경 건축 설계의 방향성에 대한 많은 비판이 있었다. 궁극적으로는 건축가
가 설계 단계에서 환경성능에 대한 심도 있는 고려를 해야 하고, 건축물의
전체적인 디자인 진행 방향과 환경 설계가 통합되어야 하며, 이 양자 간에
긴밀한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한편, 2000년대에 들어서 건축 설계가 디지털 기반의 설계 환경으로 바뀌
면서 단순히 설계의 재현 과정에 컴퓨터를 이용하는 방식이 아닌, 형태 생
성에 있어 컴퓨테이션을 활용하는 파라메트릭 디자인 방법론이 등장하였
다. 이렇게 등장한 파라메트릭 설계방법론은 처음에는 새로운 형태, 비정형
적인 형태의 생성과 구축을 목적으로 설계의 복잡도를 높이고, 복잡한 형태
의 실제 구축을 해결하는 데 주로 활용되었으나 이제는 구조 성능, 시공성,
환경성능 등 여러 분야와 연계되어 건축 설계의 효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다
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건축물의 환경성능에 대한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강조되
면서 많은 건축가가 설계의 초기 단계인 건축물의 컨셉 디자인 단계부터 환
경성능을 고려해야 한다는데 공감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형태와
환경성능을 결합한 환경 성능기반의 건축(Environmental Performance-Based
Architecture) 방법론이 현재 건축가들의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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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DIVA Radiation Maps

그림 3 DIVA Sun Path Diagram

(2) 환경 성능기반 설계 도구의 증가
새로운 기술의 등장은 새로운 방법론을 만들어낸다. 2000년대 이후 디지
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건축물의 설계과정에 쉽게 활용 가능한 환경 시뮬레
이션 도구들이 등장하면서 건축 설계와 환경 설계의 적극적인 통합이 가능
해졌다. 환경성능을 분석하는 시뮬레이션 분석의 결과가 파라메트릭 설계
를 통해 생성된 형태를 조절하고 이끌어가는 방법론은 이제 실제로 실무에
적용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기존의 전문가용 시뮬레이션 도구는 건축가가 사용하기에 전문적인 지식
을 요구하므로 진입장벽이 매우 높았다. 하지만, 그림 2, 3과 같이 건축가가
활용하기 쉬운 다양한 환경 시뮬레이션 스케치 도구(Performance Sketch
Tools)의 등장은 건축물의 환경성능과 관련한 연구 분야의 새로운 도약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처럼 예전에는 엔지니어의 영역으로만 생각했던 문제를 설계 단계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건축가를 도와주는 새로운 도구의 등장
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환경성능에 대한 건축가들의 이해와 관심이 점점 커
지고 있다.
(3) 환경 성능기반 건축의 이론적 배경
환경 성능기반 건축의 배경에는 성능기반 건축이 자리하고 있다. 건축에
서 성능, 즉 퍼포먼스라는 개념이 등장한 역사를 살펴보면 그 시작은 사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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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인문학에서 1940년대에 등장한 수행적 전환(Performative turn)이라
는 패러다임에 기반을 두고 있다. 수행적 전환(Performative turn)의 주요개
념은 인간의 모든 행위가 사회적 무대 위에서 행해지는 것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인문학적 개념은 음악, 문학, 연극 등의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주어
퍼포먼스(Performance)의 개념이 예술 분야에서도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예술 분야에서 퍼포먼스는 이벤트성, 특정 상황(situation specific), 경계 허
물기 등의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과학 분야에서도 디지털 기술과의 제휴에
의한 디지털 퍼포먼스라는 개념이 등장하였으며, 여기서 발생(emergence),
디지털 생태학(digital ecology) 등의 새로운 개념이 나타났다.5)
건축에서는 1967년 ‘Progressive Architecture’의 8월호에서 퍼포먼스의
개념이 처음으로 다루어 졌는데, ‘Performance Design’이라는 제목 하에 시
스템 분석(System Analysis), 최적화(Optimization), 효율성(Efficiency), 과
학적인 리서치 기반의 디자인(Scientific research based design) 등의 내용
이 논의되었다. 그 이후 한동안 건축계에서 퍼포먼스에 관한 논의가 뜸했으
나 2003년 펜실베니아 대학교(University of Pennsylvania) 건축대학원에서
개최한 ‘퍼포머티브 건축(Performative Architecture)’이라는 심포지엄을 계
기로 건축물의 퍼포먼스에 관한 논의는 다시 뜨거워졌다.
콜라레빅(B. Kolarevic)과 말카위(Ali M. Malkawi)는 이 심포지엄에서 발
표한 에세이와 패널들의 토론 내용을 엮어서 ‘퍼포머티브 건축 도구성을 넘어서
(Performative Architecture Beyond Instrumentality)’라는 책을 출간하였다.
이 심포지엄에 건축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가하여, 각기 다
른 관점에서 건축물의 퍼포먼스를 논의하였다. 이들은 건축가, 엔지니어, 이
론가, 시뮬레이션 전문가 등의 각 분야에서 앞서 나가는 전문가들로 건축물
의 퍼포먼스와 관련하여 실험적으로 진행했던 프로젝트를 소개하거나, 건
축에서 퍼포먼스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펼치기도 하였고, 혹은
퍼포먼스 기반의 건축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제시하였다. 이후 2012년,
성능과 형태의 결합에 초점을 둔 퍼포멀리즘(Performalism)과 2013년 ‘AD
5) Michael Hensel, “Performance-Oriented Architecture”, John Wiley&Sons
Ltd, 2013, p.17

6

1장. 서론

ri er Series’에서 ‘퍼포먼스 중심의 건축(Performance-Oriented Architecture)’
이라는 제목의 단행본이 출간되어 성능기반 건축에 관한 관심은 점점 더 확장
되었으며, 건축물의 형태 생성 방법론의 하나로 그 이론적 기틀을 마련하였다.
성능기반 건축의 이론을 연구한 논문들에서 공통으로 언급하고 있는 성능
기반 건축의 정의는 성능분석을 컴퓨테이션에 의한 형태 생성(morphogenesis)
과 연결함으로써 성능평가의 과정과 형태 생성의 과정이 통합되는 설계 프
로세스이다. 성능기반 건축 분야에서 많은 연구를 진행 중인 옥스만(Oxman)
은 “Performance-Based Design: Current Practices and Research Issues"에
서 성능기반의 건축에 대하여 성능분석 시뮬레이션과 디지털 형태 생성과정
의 통합으로 정의하며6), 이로 인해 형태와 성능 간의 관계는 재정립되어야
하고, 디지털 시뮬레이션의 발전이 가져온 변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고 주장한다.
성능기반의 건축은 발전된 디지털 기술을 설계과정에 적극적으로 도입하
며 건축물의 퍼포먼스, 즉 성능과 형태생성과정의 통합을 주요 내용으로 한
다. 여기서 퍼포먼스는 환경, 구조적 성능부터 문화 사회적 수행성을 포괄
하는 넓은 프레임의 개념이다. 퍼포먼스 기반의 건축은 형태와 성능의 결합
에 관한 새로운 접근 방법으로 최신의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성능기반의 건축은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어서 이론
가마다 그 견해가 다양하므로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크게
보면 건물의 성능이 디자인을 이끄는 원리에 기반하고 있고, 좀 더 세부적
으로 들어가면, 성능평가 시뮬레이션과 형태 생성 혹은 형태 다듬기 과정의
통합을 추구하고 있다.7) 또한, 기존의 기능의 개념이 확장되어 성능(performance)
의 개념으로 치환되며 형태, 기능, 주체의 삼각관계를 재정립한다.8)
P m

6) Rivka Oxman, Performance-based Design: Current Practices and Research Issues,
International journal of architectural computing, issue 01, vol. 06, p3.
7) Rivka Oxman, Performance-based Design: Current Practices and Research Issues,
International journal of architectural computing, issue 01, vol. 06, p3.
8) Eran Neuman and Yasha J. Grobman, “Performalism: a manifesto for architectural
performance” in Y Grobman and E Neuman (eds), Performalism: Form and Performance in
Digital Architecture, Routledge. (London), 2012, 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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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기반의 건축에 관한 단행본들을 살펴본 결과 주목할 점은 실제로 프
로젝트로 이어진 사례소개 에세이의 경우 환경 성능기반의 건축에 관한 내
용이 주를 이룬다는 것이다. 이는 [표1]에서 확인될 수 있는 바, 사례소개
에세이 대부분은 환경성능과 관련한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있으며 실제로
환경성능과 형태의 결합이 성능기반의 건축에서 현재 가장 큰 축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1 ‘퍼포머티브 건축 도구성을 넘어서’에 실린 에세이의 내용 및 분류
제목
저자
Product And
Process:
Performance-Bas
ed Architecture
Whalley, Andrew
Sustainable
Design: An
American
Perspective
Raman, Mahadev

Performance
Form

키워드
Efficiency,
Environmental,
Simulation,
Functional &
Beautiful
Challenges in
Sustainable Design,
Architecture+Enginee
ring Collaboration

Sustainable design,
Holistic Approach,
Passive and Active

Herzog, Thomas
Engineering
Complexity:
Performance-Bas
ed Design In
Use
Schwitter, Craig
Engineering In A
Performative
Environment
Blassel,
Jean-Francois

Integrating
computer
simulations in the
design process,
optimization,
quantitative
performance based
design examples
Structures and Bldg
Envelopes
Consulting Firm
(RFR);
Convergence,
Setting criteria for
simulations

핵심
Grimshaw Architects의
사례소개; 효용성을
높이는 컴퓨터 기술을
활용한 사례; 성능을
위한 고민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아냄.
ARUP에서 협업했던
사례들 소개,
미국에서의 친환경
설계에 관한 어려움;
친환경 설계에서 건축과
엔지니어링간 의 협업
패시브와 액티브
디자인을 적절히 섞는
친환경 설계의
사례소개, 태양열의
축열과 단열의 적절한
활용, 건축-종합적인
분야, holistic 접근 필요
Buro Happold에서
참여한 성능기반
설계사례 소개; 진화한
정량적인 성능분석
도구들로 인한
설계과정의 변화; 구조
성능의 경제적 최적화,
환기 성능분석
사례소개.
건축과 기술 사이의
접점을 찾아야, 통합,
시뮬레이션을 위한
적합한 기준의 설정이
디자인의 핵심, RFR이
참여한 설계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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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소분류

환경 성능,
경제성,
시공성

정의>
퍼포먼스의
의미>
형태와
기능

환경 성능,
경제성,
시공성

주요개념>
기술적
성능, 조율

환경 성능

주요개념>
기술적
성능,
조율, 통합

환경 성능,
경제성, 안전
관련 성능

주요개념>
분석과
종합, 생성

환경 성능,
경제성,
구조적 성능

주요개념>
기술적
성능,
조율,
기준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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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성능기반의 건축은 지역 기후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생태계 내에
서의 건조 환경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자연환경과 건조 환경의 관계를 재
정립한다. 기존의 객체 중심의 건축에서 건축의 외연을 확대하는 건축으로
의 패러다임의 변화 차원에서도 이론적 가치가 있다. 환경 성능기반의 건축
에 대한 국내외 학술논문을 조사해본 결과, 해외에서는 환경 성능기반 건축
을 위한 새로운 알고리즘 개발에 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고, 현재도 진
행 중임을 알 수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 환경 성능기반 건축에 관한 연구가
미진하며, 특히 환경 성능기반의 설계 도구를 활용할 때 건축 실무에 미치
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아직 진행된 바가 없다.
(4) 환경 성능기반 설계 도구의 종류
환경 성능기반의 건축은 최신의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이
에 많이 사용되는 건축물의 환경 성능기반의 설계 도구의 종류는 다음과 같
다. '에너지 플러스(Energy Plus)', '이퀘스트(eQuest)'는 전문가용 환경 성
능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하는 설계 도구이지만 입력과정이 어려워 비정
형 형태에는 적용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오토데스크사의 '에코텍트(Ecotect)'
와 '바사리(Vasari)'는 건축가를 대상으로 설계의 진행 과정에서 계획된 안
에 대한 성능평가를 진행하도록 개발된 환경 성능기반의 스케치형 도구이
다. 이 프로그램은 계획의 초기 단계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
으며 어느 정도 정확한 에너지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고, 일사 분석, 자연광
분석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시각적으로 이해가 쉬운 결과물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비전문가에게 사용이 쉽다고 평가받고 있다. '디바(DIVA)'
는 자연광 분석을 중점으로 개발되었으며 배우기가 쉽고 매우 정확한 분석
이 가능해서 활용이 많이 되는 소프트웨어이다. 또한, 최근 건축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3D 모델링 소프트웨어인 '라이노세로스(Rhinoceros) 3D' 기
반의 알고리즘 에디터 '그래스하퍼(Grasshopper)'에는 환경 성능평가를 진
행할 수 있도록 개발된 '레이디버그(Ladybug)', '허니비(Honeybee)', '버터
플라이(Butterfly)', '드래곤플라이(Dragonfly)'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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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건축가가 쉽게 이용 가능한 성능분석 설계 도구들이 많이 개발되
고 있어서 기존에는 엔지니어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 불가능했던 에너지
성능분석을 건축가 스스로 할 수 있게 되었다. 설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환경 성능분석을 반영하기가 쉬워지면서 건축가가 여러 디자인 중에서 가
장 환경성능이 우수한 안을 찾는다거나 정해진 안의 환경성능을 보다 적극
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대해 다음 장에서는 실제 건축 설계에
환경 성능분석 설계 도구가 활용된 사례와 새로운 알고리즘의 개발 사례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한다.
(5) 분석형 설계 도구
건축가가 많이 사용하는 환경 성능기반의 설계 도구는 분석형 설계 도구
와 생성형 설계 도구로 구분할 수 있다. 분석형 설계 도구는 건축가가 생성
한 안의 환경성능을 평가하고 수치화된 결과를 보여준다. 생성형 설계 도구
는 분석형 설계 도구와 형태 생성과정을 결합한 방식으로 주로 분석형 설계
도구에 형태 생성 알고리즘이 결합한 구조로 이루어진다. 앞서 언급한 현재
상용화된 환경 성능평가 설계 도구는 대부분 분석형 설계 도구이다.
분석형 설계 도구를 활용하는 분석형 설계 프로세스(Analytical Design
Process)는 건축가가 환경적인 이유와는 별개의 논리에 의해서 만든 디자인
을 엔지니어와의 협업을 통하거나 아니면 건축가 스스로 이용 가능한 분석형
설계 도구를 활용하여 환경성능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디자인을 수정한다. 이러한 평가와 수정과정의 반복을 통해 좀 더 친환경적
인 설계로 구체화 시켜나가는 프로세스이다. 이러한 분석형 프로세스는 국제
적인 대형 건축사사무소를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적인 대형
건축사사무소는 ‘Buro Happold’ 나 ‘Arup’ 등과 같은 엔지니어 사무소와의 협
업을 통하여 컴퓨터 유체 역학(Computational Fluid Dynamics) 시뮬레이션, 열
성능 시뮬레이션, 일조(Daylighting) 시뮬레이션 등을 실행한다. 이들은 건축
물의 에너지 성능과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을 전문가의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검토하고 설계의 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해결해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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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배우기 쉬운 환경 성능기반의 스케치형 설계 도구가 보급되면서 건
축가가 스스로 환경 성능분석을 진행하는 사례도 점점 늘고 있다. 특히 전
문 환경 엔지니어와 함께 일하기 힘든 중‧소규모의 설계 프로젝트에서 이
러한 현상이 두드러진다. 환경 성능기반의 스케치형 설계 도구를 설계과정
에서 건축가가 활용하게 된다면 건축 설계와 환경 설계의 분리 문제를 극복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기존의 환경 성능기반의 스케치형 설계 도구를
분석형 설계 도구로 여기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분석형 설계 도구는
이미 만들어진 디자인에 대한 평가만 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다양한 디자
인 안 중에서 가장 우수한 안이 무엇인지 선택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설
정한 환경 성능적 목표에 최적화된 형태를 도출하지는 못한다.
(6) 생성형 설계 도구
최근 환경 성능기반의 설계 도구는 3D 모델링 소프트웨어 내에 시뮬레이
션 기능을 삽입하여 플러그인 형식으로 돌아가는 방식으로 개발되고 있다.
즉, 따로 파일을 추출하지 않고 3D 모델링 소프트웨어 내에서 환경 성능평
가 엔진만 빌려오는 형식으로 작동하거나 3D 모델링 소프트웨어 내에 환경
성능분석 기능을 탑재하는 방식으로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형태의
생성과 분석과정이 실시간으로 연결되며 생성과 분석의 동시 진행을 가능
하게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형태 생성과 분석이 동시에 이루어지면 생
성형 설계 프로세스(Generative Design Process)가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생성과 분석을 연결한 생성형 설계 도구는 건축가가 제시한 안을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건축가가 생각하지 못했던 디자인을 도출시킬 수 있으며,
설정한 환경 성능적 목표에 최적화된 형태의 도출을 가능케 한다.
환경 성능기반의 생성형 설계 도구는 환경 성능평가 시뮬레이션을 통해
형태를 생성하는 알고리즘이다. 형태변수들과 그들 사이의 관계함수가 디
자인의 방향성을 만든다는 점에서 기존의 분석형 설계 도구를 사용할 때와
설계 프로세스는 다르게 진행된다. 생성형 설계 도구는 형태 생성 알고리즘
이 다양한 형태를 생성하며, 성능 평가과정과 결합하여 생성된 형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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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평가를 반복한다. 이 과정에서 최적화 알고리즘은 점차 환경 성능적으
로 우수한 형태를 찾아간다. 생성형 설계 도구는 건축가에게 직관적으로 생
각해낼 수 없는 형태를 만들어주며, 향후 건축 설계에 필수적인 다양한 요
소들 사이에서 이 결과물을 어떻게 조율해 나갈지 고민하게 한다. 또한, 건
축가가 생성형 설계 도구를 활용하게 되면 건축 설계안에 내용적 성능적 변
화가 생기고 설계 프로세스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1.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생성과 분석을 결합한 환경 성능기반의 설계 프로세스가 건축
실무에 적용될 때, 그것이 건축가와 그가 하는 설계안에 어떤 영향을 미치
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따라서, 환경 성능기반의 생성형 설계 도구를 개발
하고, 이를 건축가가 활용하는 사례 연구를 통해서 생성과 분석을 결합한
프로세스가 설계 실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예측하고자 한다.
기존의 분석형 설계 도구는 형태의 생성과정과 분리되어 활용되므로 건축
설계의 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환경 성능
기반의 생성형 설계 도구를 활용하면 성능분석이 형태 생성에 직접 연결되
고 영향을 미치므로 친환경성을 내재한 형태의 생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된다. 이러한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실제 설계 프로세스에 적용했을 때 설계
안에 일어난 성능적 변화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생성과
분석을 결합한 환경 성능기반의 설계 프로세스가 기존의 분석형 설계 프로세
스와 비교하여 실제로 성능이 우수한 설계안을 도출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환경 성능기반의 건축에 관한 건축가의 생각 변화를 알
아보고자 한다. 환경 성능기반의 생성형 설계 도구가 설계과정에서 건축가
의 역할과 생각의 흐름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는지 사례 연구에 참여한 건
축가들의 인터뷰를 통해 이를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생성형 설계 도구를 개발하고 생성과 분석을 결합한 설계 프
로세스로 실제 설계를 진행하는 사례 연구를 통해 개발된 생성형 설계 도구
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실제 사용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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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 설계 도구의 새로운 개발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1.1.3. 연구 질문

환경 성능기반의 설계 도구는 건축계를 이끌어가는 주요 건축가들을 중심
으로 점점 확산되고 있다. 현재 건축 실무에서는 환경 성능기반의 설계 도구
의 활용이 비록 초기 단계에 있지만, 이것이 향후 건축계 전반으로 크게 확
산되고, 이로 인한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전제에서 본 연구는 출발한다.
생성과 분석을 결합한 환경 성능기반의 설계 프로세스는 건축가가 임의
로 만들어 낸 안에 대해 환경성능을 보완, 혹은 개선하는 수동적 태도에서
근본적으로 친환경성을 내재한 디자인을 생성하도록 하는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는 환경성능이 설계의 초기 단계에
서 형태의 생성과정에 관여하고 이후 지속적인 분석과정을 통해 설계의 전
과정에서 더욱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 성능기반의 생성형 설계 도구를 개발하고 생성과 분
석을 결합한 설계 프로세스를 제안하여 이로 인한 건축 실무 전반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실무 건축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례 연구를 진행하여 해당
건축가의 설계안에 내용적 성능적 변화가 일어나고 환경 성능기반의 건축
에 관한 건축가의 생각에도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한다.
생성과 분석을 결합한 환경 성능기반의 설계 프로세스가 건축 실무의 세 가
지 영역에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설정된 가설은 다음과 같다.
1. 설계의 내용적 변화: 생성과 분석을 결합한 설계 프로세스로 설계를 진
행하면 보다 근본적으로 친환경성을 내재한 설계안을 생성할 것이다.
2. 설계의 성능적 변화: 생성과 분석을 결합한 환경 성능기반의 설계 프로
세스로 설계를 진행하면 실제로 성능이 우수한 설계안을 도출할 것이다.
3. 건축가의 생각 변화 : 생성과 분석을 결합한 환경 성능기반의 설계 프
로세스를 경험하면 건축가의 환경성능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생기고 환경
성능에 대한 지식적 확장이 일어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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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방법과 범위
1.2.1.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건축 설계 과정에서 초기 단계에 이루어지는 형태의 생성과정
에 환경성능 분석과정이 결합하는, 생성과 분석을 결합한 설계 프로세스가
가져오는 건축 실무상의 변화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다양한
환경 성능기반의 설계 프로세스를 규정하고자 한다. 생성형 설계 도구를 활
용하는 생성형 설계 프로세스, 분석형 설계 도구를 활용하는 분석형 설계
프로세스, 생성형과 분석형 설계 도구를 함께 활용하는 생성과 분석을 결합
한 설계 프로세스, 그리고 환경 성능기반의 설계 도구를 전혀 활용하지 않
는 비활용 프로세스가 그것이다.
본 연구는 환경 성능기반의 생성형 설계 도구를 개발하고, 실무에 종사
중인 건축가를 대상으로 사례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분석형 설계 도구는
기존에 상용화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도록 한다. 생성과 분석을 결합한 설
계 프로세스의 활용으로 인한 설계의 내용적 성능적 차이를 밝히고 환경 성
능기반의 건축에 관한 건축가의 생각 변화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건축
가의 생성형 설계 도구 활용 과정을 관찰하고, 건축가의 의견이 반영된 생
성형 설계 도구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장 서론에서는 현재 건축계에 등장한 환경 성능기반 건축의 이론적 배경
과 다양한 환경 성능기반의 설계 도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기존의 분
석형 설계 도구를 활용하는 분석형 설계 프로세스의 한계를 알아보고 설계
의 초기 단계에서 형태 생성과 환경성능을 결합하는 생성과 분석을 결합한
설계 프로세스가 가져올 건축 실무상의 변화를 예측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생성형 설계 도구에 관한 국내외 연구의 고찰을 통해서 생성형
설계 도구의 구조와 형태변수의 설정 과정, 그리고 환경 성능적 목표의 설
정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국제적인 건축사사무소의 환경 성능기반
설계 도구의 활용사례를 분석하여 사용성을 고려한 생성형 설계 도구의 개
발 방향을 도출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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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에서는 사례 연구를 위한 생성형 설계 도구 개발의 일환으로 일조 성
능기반의 아트리움 설계 도구를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생성형 설계
프로세스, 분석형 설계 프로세스, 비활용 설계 프로세스, 그리고 생성과 분
석을 결합한 설계 프로세스를 건축가가 실제로 경험하는 사례 연구를 계획
하고 다양한 프로세스에 의해 생성된 설계안의 분석 방법을 구축하려 한다.
4장에서는 건축가가 다양한 프로세스를 경험한 후 프로세스별로 제출한
설계안을 분석하여 생성과 분석을 결합한 설계 프로세스에 의한 설계의 내
용적 성능적 변화와 건축가의 생각 변화에 대하여 서면 및 대면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3장에서 개발한 일조 성능기반의 아트리
움 설계 도구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진행 과정을 도표
로 표현한 연구흐름도는 그림 4와 같다.

1.2.2.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2000년대 이후 디지털 건축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환경 성능기
반의 건축으로 확장되는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고 컴퓨테이션의 활용이 가
져온 건축 설계와 환경 설계 간의 통합에 대한 논의를 담는다. 환경 성능기
반 건축의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개발된 분석형 설계 도구의 장
단점과 한계에 대해 알아보고 기존의 분석형 설계 도구와 더불어 생성형 설
계 도구를 함께 활용하는, 생성과 분석을 결합한 설계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자 한다.
선행연구로는 국내외의 환경 성능기반의 설계 도구 개발 관련 연구와 환
경 성능기반의 설계 도구를 활용한 설계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선행연구
의 범위는 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신 사례를 우선으로 하였으며, 최근
10년 이내의 관련 논문들을 분석하였다. 다양한 환경 성능적 목표를 갖고
형태 생성과정을 결합하는 생성형 설계 도구의 개발 사례를 찾아보고 그 구
조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 범위에서 중요한 점은 다양한 환경성능 중에서 일조 성능을 기반으로
아트리움의 형태를 생성하는 생성형 설계 도구를 개발하는 것이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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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연구흐름도

사례 연구의 범위는 국내 건축가 6인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은 총 4개의 설
계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프로세스별로 설계안을 도출한다. 설계 도구의 개
발과 활용 사례 연구를 통해 생성과 분석을 결합한 환경 성능기반 설계 프
로세스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이와 같은 새로운 설계 프로세스가 향후 건축
실무에 미칠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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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환경 성능기반 생성형 설계 도구의 개발 사례 분석
2.1.1. 생성형 설계 도구 개발 관련 해외연구 사례

(1) Environmental Simulation Tools in Architectural Practice, The
impact on processes, methods and design
임마뉴엘 나보니(Emanuele Naboni) 교수는 최근 건축 실무에서 활용되
는 환경 시뮬레이션 도구와 활용 과정에 관해 알아보고자 미국, 영국, 덴마
크, 이탈리아, 독일의 국제적으로 저명한 건축사사무소9)와 인터뷰, 설문, 대
화를 기록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환경 시뮬레이션 도구를 실무에서 어떻
게 활용하고 있는지, 어떤 과정에서 의사결정의 도구로 활용하는지, 환경
시뮬레이션 도구가 디자인을 생성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았다10).
이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사무소는 환경성능을 디자인에 반영하는 것
을 중요하게 여기며 디자인 과정에서 환경성능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건축가는 환경 설계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해당 디자
인의 환경 성능분석 자료를 디자인에 활용하고 있었다. 사무소 내부에 전문
가 그룹(in house specialist group)을 두고 디자이너와 전문가가 협업하거
나, 외부의 환경 설계 컨설팅 회사와 프로젝트별로 협업하여 설계를 진행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환경성능과 관련된 시뮬레이션 도구의 진화과정에 대한 조사도 진
행하였는데, 환경 성능기반의 설계 도구가 건축가의 요구사항에 맞추어 건
축 설계 과정에서 필요한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축가가 사용
9) SOM, HOK, William McDonough, Kirien Timbarlake in the US, Foster
and Partners, BDP and Aedas in the UK, 3XN, Henning Larsen and CF
Moller in Denmark, Renzo Piano Building Workshop (RPBW) and Mario
Cucinella Architects (MCA) in Italy, and Bennish Architecten in Germany
10) Emanuele Naboni, Environmental Simulation Tools in Architectural
Practice, The impact on processes, methods and design, PLEA2013 29th Conference, Sustainable Architecture for a Renewable Future,
Munich, Germany, 10-12, September,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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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쉽고, 시각화가 잘되어 직관적인 해석이 가능하며, 3D 모델링 프로그
램과 호환이 쉬워서 설계의 초기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간단한
성능 스케치 도구(Performance Sketch Tool)가 많이 등장한 것을 그 예로
들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환경 성능기반의 설계 도구들은 여전히 건축가가
사용하기에 제한적이며 불편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대형 사무소 중에는 그
한계를 극복하고자 그들이 사용하는 모델링 도구와의 호환성이 쉽고 원하
는 방식의 시각화가 가능하도록 맞춤형 도구를 개발해서 사용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 연구를 통해서 환경 성능기반의 분석형 설계 도구를 검증과 개선의 목
적으로 활용하는 회사가 있으며, 한편으로는 환경 성능기반의 설계 도구를
형태 생성에 적극적으로 연결해서 활용하는 회사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그러나 이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환경 성능기반의 설계 도구를 형태 생
성과정에 연결하는지 그 구체적인 과정에 관한 언급이 없었다.
이 연구는 현재 국제적으로 저명한 사무소들이 환경성능에 대해 높은 관
심을 가지고 실제 프로젝트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을 실무 관계자
들의 인터뷰와 설문을 통해 밝히고 있다. 또한, 이 연구를 통해 다수의 건축
가가 설계의 초기 단계에서 디자인과 환경성능 분석간 연결에 대해 필요성
을 느낀다는 점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성능기반의 설계 도구에 대한
건축가의 수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Designing-in performance: energy simulation feedback for early stage
design decision making
Shih-Hsin Eve Lin의 박사학위 논문인 ”Designing-in performance:
energy simulation feedback for early stage design decision making“은 오
토데스크사와 2011년 협력하에 진행했던 ”Design Optioneering: variation,
exploration, correlation”이라는 다목적 최적화를 통한 대안생성 연구 프로
젝트를 통해 개발한 H.D.S Beagle을 활용하는 설계방법론을 제안한다.
오토데스크사와의 협업을 통해 연구팀은 레빗(Revit) 기반의 설계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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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S Beagle을 개발하였다. H.D.S Beagle은 환경과 경제 성능의 상관관계
속에서 최적의 안을 찾아내는 설계 도구이며, Shih-Hsin Eve Lin은 이 논
문에서 H.D.S Beagle을 활용하는 설계방법론인 EEPFD (Evolutionary
Energy Performance Feedback for Design)를 제안하고 전문가 그룹의 실
험을 통해 유효성을 검증하였다.11)
H.D.S Beagle은 바사리(Vasari), 레빗(Revit), 그린빌딩스튜디오(Green
Building Studio)를 연계하는 플러그인으로 개발되었다. 사용자가 건축물의
규모와 형태를 파라메트릭 설계법을 사용하여 규정하면 시스템은 이에 따
라 다양한 대안을 생성하고 그중에서 환경 성능지수와 경제적 성능지수
(EUI, NPV, SPC)를 분석하여 최적의 안을 찾는다. 이 시스템은 기본적인
형태를 사용자가 규정하면, 알고리즘이 이를 세밀하고 다양하게 변화시켜
가며 비슷한 형태적 유형 안에서 다양한 대안을 생성한다.
이 논문의 저자는 전문가 그룹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현상설계를 계획
하는 설계 실험을 통해서 H.D.S Beagle을 활용하는 설계방법론의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1번 그룹은 기계, 전기, 설비 전문가와 협업하는 방식으로 설계
를 진행하였고 2번 그룹은 디자이너들이 자체적으로 기존의 분석형 설계
도구를 활용하여 설계를 진행하였으며, 3번 그룹은 H.D.S Beagle을 활용하
여 설계를 진행하였다. Shih-Hsin Eve Lin은 하나의 설계안을 검토하는데
걸린 시간, 얼마나 많은 디자인 대안에 대하여 환경 성능적 검토가 이루어
졌는지를 비교하여 EEPFD와 기존의 친환경 설계 프로세스를 정량적으로
비교하였다. 실험 결과, 기계, 전기, 설비 전문가와 협력했을 때 디자이너는
가장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1개의 안에 대해서만 검토할
수 있었다. EEPFD를 활용했을 때 가장 빨리 성능분석의 결과가 나왔으며,
가장 많은 디자인 대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 연구는 BIM 소프트웨어와 환경 성능분석 설계 도구를 연결하여 형태
의 생성과 성능분석을 끊어짐 없이 연결하는 플러그인을 개발했다는 점에
11) Shih-Hsin Eve Lin, Designing-in performance: energy simulation
feedback for early stage design decision making,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Ph.D. Thesis,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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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EEPFD를 활용할 때, 사용자가 원하는 규모와 형
태를 파라메트릭 방법론을 사용하여 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하는데 이 과정
에서 디자이너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H.D.S Beagle은 설계
의 초기 단계에서 활용하기 위해 개발한 프로그램인데, 사용성이 어려운 점
은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한계로 판단된다. 또한, 사용자가 파라메트릭 설
계법에 익숙하지 않다면, 디자이너의 아이디어를 파라메트릭 모델로 변환
시키는 과정에서 정확한 디자인 의도의 반영이 어렵다는 단점도 이 프로그
램이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H.D.S Beagle은 레빗(Revit) 기반의 프로그램
인데 레빗(Revit) 자체가 자유롭게 형태를 생성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상 설계의 초기 단계에 사용하도록 도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
을 것으로 예상한다.
(3) A computational design exploration platform supporting the formulation
of design concepts
이 연구의 특징은 라이노세로스 3D(Rhinoceros 3D)의 알고리즘 에디터인
그래스하퍼(Grasshopper)와 다목적 최적화 도구인 모드 프론티어
(modeFrontier)를 연계하여 생성과 환경 성능분석 과정을 결합하는 것이
다.12) Ding Yang외 3인은 설계의 초기 단계에서 다양한 컨셉 디자인이 도
출되고 검증되어야 좋은 최종안이 나올 수 있으므로 설계의 초기 단계인 디
자인 탐색 과정에서 컴퓨테이션과 시뮬레이션의 활용이 중요함을 강조하였
다. 또한, 건축가들이 컴퓨테이션을 설계의 초기 단계에서 디자인 탐색의
도구로 활용하지 않고 후기 단계에서 최적화로 활용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
하였다.
Ding Yang외 3인은 다목적 최적화를 제안하며 열 환경, 자연광, 기하학
적 형태를 목적 변수로 규정하였다. 연구진은 3가지 유형의 천창 디자인으
12) Ding Yang, Yimin Sun, Danilo di Stefano, Michela Turrin, A
computational design exploration platform supporting the formulation of
design concepts, Proceedings of the Symposium on Simulation for
Architecture and Urban Design,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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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시작하여 각 유형 안에서 세밀한 형태 변화에 따른 열에너지의 손실과
자연광 유입을 비교 분석하여 최적의 해를 찾았다. 실험 과정을 통해 알아
낸 결과를 바탕으로 4번째 유형을 만들었고 다시 실험을 진행하였다. 열에
너지 손실과 자연광 유입의 상관관계 속에서 시작한 천창 디자인을 세밀하
게 변화시켜서 최적의 해를 도출하고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
연구는 그래스하퍼(Grashopper)를 활용하므로 설계의 초기 단계에서 활용
하기가 쉬울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그래스하퍼(Grashopper)내에서 다양한
환경 성능 플러그인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확장 가능성도 커 보인다. 하지만
천창의 다양한 형태에 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고, 설계과정에서 보편적
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1.2. 생성형 설계 도구 개발 관련 국내연구 사례

(1) 최적 매스 설계 알고리즘
진정탁외 1인은 “Optimization of a free-form building shape to
minimize external thermal load using genetic algorithm” 논문에서 열부하
를 최소화하도록 최적화된 매스의 형태를 찾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13)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매스의 형태가 정형화된 일반적인 육면체가 아닌 비
정형의 형태를 가정하고 형태변수를 설정한 점이다. 진정탁외 1인은 이 연
구에서 형태변수를 설정하기 위해 고정된 변수와 변화하는 변수를 규정하
고 각각 최소값과 최대값을 설정하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형태 생성 모듈은
열부하 예측모델, 즉 열 성능평가 모듈과 연동하여 열부하를 평가하고 이
수치가 최소값을 갖도록 최적화 과정을 거친다. 이 알고리즘의 특징은 3차
원 형태를 8개의 변수로 규정하고 이렇게 생성된 형태의 성능평가를 동적
시뮬레이션 대신 열부하 예측모델을 활용하여 분석하는 점이다. 다양한 형
태로 생성된 넙스(NURBS) 서피스에서 성능분석을 위해 필요한 방위별 외
13) Jin, Jeong-Tak, Jeong, Jae-Weon, Optimization of a free-form building
shape to minimize external thermal load using genetic algorithm, Energy
and Buildings, 85, 473–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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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비, 창 면적비, 그리고 외피와 창의 기울기를 추출한다. 그리고 생성
된 비정형 건물과 같은 외피 면적을 갖는 정방형의 기준 건물을 설정하여
기준 건물 대비 열부하 변화율을 측정하였다.
최적 매스 알고리즘은 환경 성능분석의 결과가 적극적으로 형태 생성에
참여하는 방식의 알고리즘이다. 형태를 생성하는 파라메트릭 모델링과 성
능분석이 연계된 생성형 설계 도구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비정형의 매스 생성을 시도한 점이 의미가 있지만, 비정형 매스를
규정하는 방식에 대한 논리가 부족하여 실제로 실무에서 활용하기에는 어
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외피 열부하 이외의 다른 요소와의
조율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 알고리즘의 특징은 시뮬레
이션 대신 열부하 예측모델을 사용하는 점인데 이로 인해 평가시간을 단축
하는 장점이 있지만 반면에 기준 모델과의 비교를 통한 예측이어서 간접적
인 분석인 점이 단점으로 보인다. 또한, 3차원 입방체를 형태변수로 규정하
는 부분에 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피

(2) 최적 파사드 설계 알고리즘
박정대 외 1인은 “친환경 파사드 설계지원 도구를 통한 오피스의 자연채
광 최적화” 연구에서 직달일사(Direct Radiation) 시뮬레이션을 실행하여 최
적의 배치를(orientation) 찾아내고, 사용자가 설정한 창 면적비 안에서 창문
계획을 위한 패널을 랜덤하게 생성하는 최적 파사드 알고리즘을 개발하였
다. 이렇게 생성된 파사드 디자인에 다시 한번 일조 분석을 하여 과도한 일
조를 받는 창문에는 차양을 설치한다.
최적 파사드 알고리즘은 직달일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의 배치를 찾
고 주어진 창 면적비 내에서 파사드 패널의 패턴을 랜덤하게 생성하여 일조
성능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과도한 자연광 유입이 발생하는 창문에는
차양을 설치하였다. 파사드 패턴은 그리드 시스템 내에서 랜덤하게 생성되
며, 직달일사 시뮬레이션과 일조 성능 시뮬레이션이 패턴 생성과 연결된다.
적정 일사 부하 내에서의 실내 조도 최적화라는 목표는 정형 건물의 입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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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알고리즘에 의해 생성된 3차원
형태의 예시 (출처:진정탁, 2013)

그림 6 최적 배치 찾기 (박정대, 2015)

계획에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
표2와 같이 최적 매스 알고리즘은 다양한 비정형 형태의 생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최적 파사드 알고리즘은 정형 건물의 입면 계획에 적용 가
능한 패턴의 생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적 매스 알고리즘은 시뮬레이션
대신 열부하 예측모델을 사용하였고, 최적 파사드 알고리즘은 기존의 성능
분석 시뮬레이션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차이를 보였다.
표 2 환경 성능기반 생성형 설계 알고리즘 구조 분석
최적 매스 알고리즘

최적 파사드 알고리즘

형태 생성

3차원 입방체 생성

그리드 시스템

형태변수

바닥면 다각형, 바닥면 다각형
변의 길이, 지붕면 다각형, 지붕면
다각형 변의 길이, 높이, 지붕
각도, 비틀림각도, 방위각

파사드 패턴, 개구부 비율

성능평가

열부하 예측모델

일사 시뮬레이션, 일조 시뮬레이션

목표

외피의 열부하 최적화

적정 일사 부하 내에서의 실내
조도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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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환경 성능기반 설계 도구의 활용사례 분석
2.2.1. 런던시청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건축 설계안의 환경성능을 분석하기가 쉬워지면서
설계 단계에서 환경성능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는 사례가 점점 늘
어나고 있다. 환경 성능분석을 디자인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한 건축물의
대표적인 사례는 포스터와 파트너스(Foster and Partners)의 런던시청사
(2002)이다. 이 프로젝트는 형태 다듬기(form editing) 과정에 환경성능이
깊게 개입하는 설계 프로세스로 진행하였다. 건축물의 설계 개념과 환경 설
계가 별도의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 둘의 결합이 끊어짐 없이
이어지며 분석과 형태 생성의 경계가 모호한 관계로 설계를 진행하였다.
이 건물의 초기개념은 “강을 바라보는 큰 렌즈”(large lens looking out
over the river)에서 시작하였고, 자갈 모양의 형태를 컴퓨터에 직접 입력하
여 계획을 시작하였다. 건축가는 구가 가진 환경 성능적 장점인 부피 대비
최소의 외피 면적을 염두에 두고 설계를 시작하였으며, 일사 분석을 통해
축을 조절하여 직달일사에 노출되는 외피를 최소화하는 형태로 발전시켰
다. 기울어진 북측 면에는 커튼월을 사용하여 템즈강을 향한 조망을 열어두
었다. 남측 면은 형태 자체에 의한 그림자(self-shading)가 발생하도록 층을
만들어 위층이 아래층의 처마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성능평가가
형태를 생성한 것이 아니라 형태 다듬기 과정에 영향을 주었다.
런던시청사는 공공건물로서 정치적, 행정적 프로세스를 투명하게 공개하
자는 의도에서 투명성을 강조하고자 건축가는 유리를 외피의 주요 재료로
선택하였다. 유리를 통한 적절한 자연광의 유입은 사용자에게 쾌적함을 가
져다주지만, 여름철 일사로 인한 과도한 열부하를 제어하지 못하면 심각한
냉방부하를 가져오게 된다. 이를 위해 포스터와 파트너스사는 외피의 연간
직달일사 노출양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정확하게 분석하고 적절한 형태 다
듬기를 통해 일사로 인한 열부하를 최소화함으로써 공공적 개방성, 쾌적함,
그리고 에너지 절감을 함께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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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런던시청사
(출처:www.fosterandpartners.com)

그림 8 SAHMRI
(출처:www.woodsbagot.com)

2.2.2. SAHMRI (South Australia Health and Medical Research Institute)

SAHMRI는 우즈바곳(Woods Bagot)사에서 설계하여 2013년 호주 아들
레이드시에 완공된 의학연구소이다. 이 건축물의 외피는 솔방울에서 영감
을 얻었는데, 기능적인 동시에 미학적인 입면 계획은 내부 프로그램의 자연
광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고 일사로 인한 열부하와 현휘(glare)에 대응하기
위해 디자인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약속하에 진행되었고,
SAHMRI는 호주에 있는 연구소 건물로는 처음으로 리드 골드(LEED Gold)
인증을 받았다. 이 프로젝트에서 환경 성능분석은 건축물의 형태를 결정하
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건축가는 패시브 디자인을 활용하여 프로그램
의 특성에 따라 자연광의 효율을 최대화하였다. 연구소의 특성상 프로그램
별로 자연광에 대한 요구가 다양하다. 실험의 재료를 보관하는 실험 보조실
은 완전한 차폐가 필요하고,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연구원을 위해
채광이 잘 되는 연구공간도 필요로 한다. 건축가는 자연광을 최대한 끌어들
이는 동쪽에 빛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배치하였고 실험실은 서쪽에 배치하
고 닫힌 입면을 계획하여 강한 서향의 빛을 차단하였다.
건물의 외피는 유기적인 형태에 적용하기 위해 삼각형으로 나누었고,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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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인 철제 프레임과 이중유리패널, 메쉬 패널, 타공 패널, 그리고 알루미
늄 패널로 구성하였다. 창문은 6300장의 삼각형 유리 패널로 이루어져 있으
며, 솔방울을 닮은 외부 차양은 방향과 형태가 열 성능과 자연광의 효율을
최적화하도록 설계되었다. 일사로 인한 열부하 분석과 일조 분석을 통해 외
피를 완전 차폐, 부분 차폐, 투명의 영역으로 구분하였고 8개의 파사드 패널
유형을 적절히 배치하였다.
내부에는 두 개의 아트리움이 자리하고 있어 깊숙이 자연광이 들어오는
공용공간을 조성하며, 내부의 유리 벽과, 열린 아트리움, 다리 등은 시각적
으로 각 층을 투명하게 연결한다. 또한, 내부의 원형 계단은 시설의 연구자
들 간의 연결성과 협업을 장려하도록 설계되었다.

2.2.3. University Crossing at University of Massachusetts in Lowell

매사추세츠 대학의 로웰 캠퍼스(University of Massachusetts in Lowell)
에 있는 학생회관(University Crossing)은 퍼킨스 윌(Perkins+Will)사에서
설계하여 2014년에 완공하였다. 이 건물은 오래된 병원 건물의 일부를 리모
델링하고 부분적으로 신축한 프로젝트로 리드 실버(LEED Silver) 인증을
받았으며 자연광을 효율적으로 조절하는 내부 아트리움의 설계가 돋보이는
사례이다.
이 건물은 학생들을 위한 동아리 공간, 미팅룸, 라운지, 서점, 식당, 보건
소와 상담소 등의 학생 편의 시설을 주요 프로그램으로 하며, 캠퍼스 내에
서 사회적 중심점 역할을 한다. 이 프로젝트는 대상지의 위치와 향이 가진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자연광 반사 시스템(reflective daylighting system)
을 적용하였다. 대상지는 북쪽으로 열려있고, 캠퍼스에서의 주 진입 방향
또한 건물의 북측이다. 남측은 옆 건물로 막혀있어서 온종일 그늘이 진다.
건물의 로비와 공공 프로그램을 북측에 배치하면 외부마당과 로비에 자연
광 유입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건축가는 자연광의 유입을 위해 천창을 갖는 아트리움을 북측으로 치우
치게 배치하였다. 천창으로 유입되는 자연광은 실내에 쾌적함을 더하고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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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자연광의 반사
(출처: Cunningham 2014)

그림 10 다양한 태양 각도에 대응하는 반사판
(출처: Cunningham 2014)

으로 인한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한다. 하지만 이 지역의 기후는 천창으로
인한 여름철 열부하와 겨울철 열 손실에 의한 에너지의 손실이 조명 에너지
를 절감한 양보다 더 많을 수밖에 없으므로 천창의 크기에 대해 정확한 분
석이 필요했다. 최소한의 자연광을 유입하되 들어온 자연광을 내부에 골고
루 퍼지게 할 수 있다면, 자연광 유입을 위한 천창의 크기를 최소화하여 이
로 인한 열부하와 열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이란 전제에서 시작했다.
디자인 팀은 조명 컨설팅 회사와 협업 하에 라이노용 디바(DIVA for
Rhino)와 다른 여러 설계 도구를 활용하여 설계를 진행했다. 아트리움 내부
표면을 기하학적 원리를 이용하여 자연광을 반사해서 실내가 늘 자연광으
로 밝을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아트리움의 천창 바로 아래에 남쪽을 향하
는 거울 반사판을 설치하였다. 시간에 따라 그리고 계절에 따라 바뀌는 햇
빛의 각도에 최적화되도록 반사판을 설계하였다. 반사판을 통해 반사된 빛
은 반대편에 있는 목재로 만든 디퓨저 벽의 표면에 도달한다. 이 디퓨저 벽
의 각도와 틈의 크기는 내부로 빛을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최적화되었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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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루버 설계 알고리즘의 개발 및 활용
2.3.1. 루버 설계 알고리즘의 개발 배경

루버는 여름철에 커튼월 외피에 도달하는 태양의 직달일사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장치이다. 외피에 전달되는 태양열을 가장 효과적으
로 줄이는 방법은 태양열이 유리표면에 닿기 전에 차단하는 것이기 때문이
다. 특히 컴퓨터와 사무기기 등의 발열에 의한 냉방부하 부담이 큰 사무용
건축물에서는 루버가 건축물의 에너지 부하 감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기후조건이나 주변 지형지물의 유무에 따라 적절한 루버의 형태는 달라
질 수 있으므로 루버 설계에 일반적인 규칙을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 정확
한 태양의 위치를 계산하지 않고 루버를 설치하게 되면 겨울철에도 태양의
직달일사를 차폐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난방에너지의 부하가 증가하게 된
다. 따라서 겨울철에는 태양열을 충분히 받아들여 실내온도를 높이고 여름
철에는 태양열을 차폐하도록 설계에 해당 입면의 위치와 향, 주변의 지형지
물, 그리고 지역 기후가 반영되어야 한다. 통상적으로 남향에서는 수평 루
버가, 동·서향에서는 수직 루버가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남
동향, 남서향에서는 어떤 루버가 효과적인지가 불분명하며, 또한 주변 지형
지물의 유무에 따라 루버의 성능 차이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기존의 루버 설계 및 평가 프로그램은 사용방법이 복잡하거나 설계 프로
그램과의 호환성 문제로 잘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건축가가 본인의 직관에
의존하여 설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기후조건과 주변의 지형지물을 정확하게 고려하지 않은 루버를
설치하게 되면 겨울철에도 태양의 직달일사를 차폐하여 난방 부하가 증가
할 수 있으므로, 건축가의 직관에만 의존하여 설계된 루버는 건축물 에너지
부하 감소에 효과적이지 못하다. 적절한 루버 설계를 위해서는 설계 시에
기후 및 주변 지형지물을 고려한 정량적인 분석 결과를 디자인에 반영할 필
요가 있다.
본 연구는 2012년도 국토교통부 첨단도시개발 연구개발 사업의 연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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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으로 서울대학교 최재필 교수 연구팀에 의해 진행된 연구 프로젝트로
저자는 연구원으로 참여하였다. 최적 루버 설계 알고리즘 개발 연구는 입면
디자인 과정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시작되었고, 정량적인 직달일사 성능평
가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사용자가 입력한 입면에 가장 적합한 루버의 형
태를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3.2. 루버 관련 선행연구 분석

(1) 루버의 형태적 유형 분석
최적 루버 설계 알고리즘은 다양한 형태의 루버를 자동으로 생성하고 생
성된 루버의 성능을 평가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가능한 모든 형태적
변수를 찾고 분류할 필요가 있다. 기존 루버의 형태적 유형을 조사한 결과,
루버의 유형은 처마형, 블레이드 처마형, 수평 블레이드형, 수직 패널형, 테
두리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가) 처마형 (Overhang)
처마형은 창문의 윗면에 수평의 처마형태로 설치하는 루버의 유형이다.
주로 남향에 많이 적용되며 시야를 가리지 않는 장점이 있다. 수평으로 설
치하는 경우도 있으나 성능이나 적설 등의 문제로 경사를 두고 설치하기도
있다. 처마형 루버의 표면에 태양전지를 설치하여 차양 기능과 태양광 발전
을 겸할 수도 있다.
나) 블레이드 처마형(Overhang with Blades)
처마형 루버의 변형된 형태로 단일한 패널 대신 여러 블레이드가 모여 처
마형 루버와 유사한 효과를 발휘한다. 단일 패널로 이루어진 처마형보다 눈
이 쌓이지 않아 유지관리가 편하며, 블레이드의 각도를 설계하기에 따라서
는 일 년 내내 햇빛을 막는 것이 아니라 겨울철에는 햇빛을 받아들이도록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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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처마형과 블레이드 처마형

다) 수평 블레이드형 (Horizontal Blades)
수평 블레이드형 루버는 수평의 블레이드가 창문의 입면에 일렬로 붙는
형태로 주로 남향의 일사 차단에 효과적인 유형이다. 각도나 치수를 조절하
여 여름과 겨울의 다른 직달일사량 조절 효과를 볼 수 있다. 수평 블레이드
형 루버는 직달일사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지만, 시야를 가리는 단점도 있다.
라) 테두리형 (Surrounding)
테두리형 루버는 창의 테두리를 수직과 수평의 루버가 둘러싸는 형태의
루버다. 수직형과 수평형의 장점을 결합한 것이 특징이며, 특히 특정 향이
아닌 모든 입면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창의 테두리를 돌출시
켜서 루버의 역할을 하도록 설계할 수 있으며, 각도를 조절하면 직달일사를
차단하면서도 내부에서 조망을 열어둘 수 있다.
마) 수직 패널형 (Vertical Fins)
수직 패널형 루버는 앞의 루버 유형과 달리 패널이 수직으로 늘어선 형태
로 주로 해가 낮은 고도로 입면에 도달하는 동향과 서향에 많이 쓰인다. 수
평 블레이드형 차양과 마찬가지로, 각도와 간격을 조절하여 일사 차단과 자
연광 유입을 필요에 맞게 조율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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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수평 블레이드형, 테두리형, 수직 패널형

(2) 루버의 형태변수
루버의 형태를 규정하는 데 필요한 형태변수를 도출하고자 선행연구에서
는 어떤 형태변수로 루버의 형태를 설명하였는지를 알아보았다. 국내 학회
에서 발표된 루버와 관련된 총 24편의 논문을 조사하여, 각 논문에서 루버
의 형태를 어떻게 규정했는지, 어떤 형태변수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했는지
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였다. 표3은 각 논문에서 연구한 루버의 형태
변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선행연구 분석을 종합한 결과, 총 6개의 형태변수
로 모든 논문에서 다룬 루버의 형태를 포함할 수 있었다.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한 루버의 형태변수는 회전각, 차폐비율, 차양 간격, 이격 거리, 돌출길
이, 경사각이다.
가) 회전각
많은 선행연구에서 수직 또는 수평의 루버에 대한 분석만 다루는 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입면 상의 모든 각도를 포함하기 위해 회전각을 도입하였다.
회전각은 정면에서 본 루버의 각도로 수평 루버는 회전각이 0°인 상태이고,
수직 루버는 회전각이 90° 혹은 –90°로 정의할 수 있다. 360°의 범위 안에
서 모든 각도를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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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차폐비율
차폐비율은 루버가 입면을 차폐하는 비율로 정의된다. 입면 중 일정 부분
에만 루버가 설치되는 경우를 고려하는 데 필요한 변수이다.
다) 차양 간격
차양 간격은 루버 사이의 간격으로 정의할 수 있다. 차양 간격은 돌출길
이와 함께 태양의 입사각과 차폐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다. 차양 간
격 또는 돌출길이 중 하나만 이용하여도 루버의 차폐 효과를 다양하게 조절
할 수 있으나, 많은 선행연구에서 두 변수를 다르게 하며 효과를 분석하였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가능한 모든 경우를 포함하기 위해 두 변수 모두
형태변수로 설정하였다.
라) 이격 거리
이격 거리는 루버가 커튼월에서 이격된 거리를 의미하며, 루버와 입면 사
이의 거리로 정의할 수 있다.
마) 돌출길이
돌출길이는 루버가 입면에서부터 정면으로 돌출되는 거리를 의미한다. 경
사각이 없는 수평 블레이드에서는 쉽게 정의할 수 있으나, 경사각 개념을
도입하면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루버의 폭을 그
대로 돌출길이로 정의하였다. 이렇게 하면 경사각은 단순히 루버의 회전으
로 정의할 수 있으므로 변수 간의 관계가 좀 더 명확해진다.
바) 경사각
경사각은 루버가 입면과 수직을 이루지 않고 기울은 정도를 의미한다. 루
버와 입면이 이루는 각도에서 90°를 뺀 값으로 정의하며, 루버와 커튼월 입
면이 서로 수직하는 경우를 경사각 0°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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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차양형태변수 선행연구 분석
연도
2000
2002
2004
2004
2005
2005
2005
2006
2006
2006
2007
2007
2008
2010
2010
2010
2010
2011
2012
2012
2012
2012
2012

회전
각

제목
소규모 사무공간 외피 존의 에너지 절감을
위한 투과체 및 차양계획에 관한 연구
투명 유리 사무소 건물의 냉방부하 감소를
위한 적정 외부차양 배치에 관한 연구
독립형 외부 차양장치의 일사량 분포에
관한 연구
독립형 외부차양장치의 형태계수에 관한
평가
창 벽면적비 20%인 소규모 건물의 수평
차양장치의 민감도 분석
독립된 외부 차양장치의 환경성능에 관한
평가
다목적 외부 차양장치의 개발에 관한
이론적 연구
External Shading Devices in Commercial
Buildings_ The Impact on Energy Use,
Peak Demand, and Glare Control
건물의 환경성능 향상을 위한 독립형 외부
차양장치의 응용에 관한 연구
도서관 열람공간의 방위 및 루버시스템에
따른 주광성능 평가
건물의 환경성능 개선을 위한 접이식
차양장치에 관한 연구
접이식 차양장치의 최적 설계에 관한
이론적 연구

차폐
비율

O

차양
간격

이격
거리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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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
각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사무소건물의 가동식 수평차양에 대한 연구
국내 초고층 공동주택의 냉방부하 저감을
위한 외부차양 적용성 및 에너지 분석에
대한 연구
Effect of Louver Shading Devices on
Building Energy Requirements
사무공간의 수평차양과 차폐계수 변화에
따른 방위별 부하 절감 방안에 관한 연구
사무소건물의 투과체 및 차양계획을 위한
주광 및 열성능 평가
냉난방에너지 최소화를 위한 차양 설계에
관한 연구
냉,난방을 고려한 차양식 BIPV의 경사각에
대한 연구
동적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차양방식에 따른
남향 교실의 주광환경평가
블라인드형 외부차양의 종류 및 반사율에
따른 건물에너지 저감효과 분석
사무공간의 냉난방 및 조명부하 저감을
위한 수평루버형 외부차양에 관한 연구
창의 형태 및 차양 계획에 따른 다인
병실의 에너지 소비량과 주광조도의 평가
및 분석

돌출
길이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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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직달일사량 조절 성능 최적화 루버 설계 알고리즘의 개발

(1) 루버 알고리즘의 구조
직달일사량 조절 성능 최적화 루버 알고리즘의 구조는 3단계로 만들어졌
으며 1단계는 파라메트릭 루버 설계, 2단계는 성능분석, 3단계는 최적화이
다. 2장에서 분석했던 최적 매스 알고리즘, 최적 파사드 알고리즘과 마찬가
지로 파라메트릭 형태 생성 모듈과 성능평가 모듈이 연동해서 다양한 형태
에 대한 성능평가가 이루어지며, 최적화 과정은 생성과 평가를 반복하여 목
표에 가장 가까운 루버의 형태를 도출해낸다. 루버의 형태는 4가지 형태변
수로 규정되고, 이를 변화시켜 다양한 형태의 루버를 생성한다. 연구를 통
해 자체적으로 개발한 연간 직달일사량 조절 성능평가 지표에 의해 평가를
진행한다.
가) 파라메트릭 루버 생성 모듈
파라메트릭 설계법으로 루버를 생성한다. 루버 생성을 위한 형태변수를
규정하고 변수 간의 함수를 설정한다. 선행연구를 통해 루버의 형태를 규정
하는 형태변수 6개를 활용하여 루버를 생성한다. 형태변수의 조합은 하나의
루버 디자인을 만들고 그 정보는 성능평가 모듈로 입력된다. 변수의 값이
수정되면 결과도 자동으로 수정되며, 빠른 속도로 수정된 형태를 생성한다.
사용자는 파라메트릭 설계 방식에 익숙하지 않아도 이 알고리즘을 사용하
면 다양한 루버를 생성할 수 있다. 사용자가 원하는 입면을 선택해서 입력
하면, 해당 입면 위에 다양한 형태의 루버가 자동으로 생성된다.
나) 성능평가 모듈
환경 성능기반의 생성형 설계 도구는 파라메트릭 설계법을 활용하여 형
태를 생성하고 이를 성능평가 모듈과 연동시킨다. 이때 성능평가 모듈은 자
체 알고리즘을 개발하거나 기존의 소프트웨어를 활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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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연간 직달일사량 조절 성능 최적화 루버 알고리즘

디바(DIVA)를 활용하여 연중 태양 궤도만을 추출하고 성능평가 알고리즘
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였다.
파라메트릭 루버 설계 모듈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입면에 루버가 생성되
면 입력된 입면에 직달일사가 도달하는 면적을 구하고 이를 통해 해당 입면
에 도달하는 직달일사량을 산출한다. 이때 주변의 지형지물과 루버가 그 면
적에 영향을 준다. 루버로 인해 생기는 그림자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활
용하여 직달일사량을 산출한다. 입면에 도달하는 직달일사량은 시간별로
그리고 연간으로 분석하여 산출하도록 하였다.
다) 최적화 모듈
최적화를 위한 평가 지표를 구축할 때 목표는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목표 사이의 균형일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름철과 겨울철의 반대되는
목표 사이의 균형을 원했다. 이를 위해 이상적 시나리오와 비교하여 해당
루버의 성능을 점수화하였다. 이상적 시나리오란 여름철 모든 햇빛이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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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특정 루버 적용 입면 도달 직달일사량 산출

되고 겨울철 모든 햇빛이 통과된 상태이다. 여름철 직달일사는 최소화하
고 겨울철 직달일사는 최대화하는 이상적 루버와 생성된 루버의 차이를 계
산해서 점수화했다. 이렇게 이상적 시나리오와의 비교를 통해 생성된 모든
루버에는 점수가 매겨진다. 그래스하퍼(Grasshopper) 내에 탑재된 유전자
알고리즘은 이 점수를 기반으로 가장 우수한 성능의 루버를 찾는다. 유전자
알고리즘은 높은 점수를 받는 형태변수의 조합을 찾도록 형태변수의 설정
을 계속해서 바꾸고, 형태변수의 설정이 바뀔 때마다 성능평가 모듈은 새로
운 형태에 대한 점수를 매긴다.
라) 형태변수 민감도 분석
2.3.2장의 선행연구를 통해 루버의 형태를 규정하는 형태변수 6개를 도출
하였다. 도출한 6개의 형태변수 중에서 루버 설계에 꼭 필요한 형태변수만
을 가리기 위하여 각각의 형태변수가 직달일사 조절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성능평가 모듈을 활용하여 형태변수의 민감도를 알아보기 위
해, 0~100점으로 평가되는 점수체계를 사용하였다.
n 표준모델 설정

1m x 1m 입면을 5개의 방향(동향, 남동향, 남향, 남서향, 서향)으로 생성
하고 총 6개의 형태변수를 사용해서 루버의 형태를 규정하였다. 그림 15와
같이 각각의 형태변수를 조절하면 루버의 형태가 변화한다. 형태변수별로
조금씩 조절하면서 변수의 변화에 따른 직달일사량 조절 성능 점수의 변화
를 측정하였다. 형태변수의 조절에 따른 편차의 범위는 해당 변수가 루버
37

생성과 분석을 결합한 환경 성능기반 설계 프로세스에 관한 연구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나타내주는 값으로 해석할 수 있다.
n 분석 결과

분석 결과, 이격거리를 제외한 5개 형태변수에서 변수 값의 조절에 따라
직달일사 조절 성능이 크게 달라졌다.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이격거리의
경우 차양을 입면에서 입면 길이의 10%까지 이격시켜도 루버의 성능 점수
에는 미미한 영향만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격거리는 루버의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의미 없는 변수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차폐비율의 경우 변수 값의 변화에 따라 직달일사량 조절 성능이 변화를
보였다. 하지만, 차폐비율이 높아질수록 성능이 높아지는 비례의 관계를 보
였다. (표5) 루버를 설치하여 직달일사량 조절 성능이 좋아진다면 더 많은
면적에 설치할수록 성능이 더 좋아지는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차폐비율은
무조건 100%로 고정할 수 있다.
형태변수 민감도 분석 결과, 루버의 직달일사량 조절 성능에 중요하지 않
은 형태변수 2개(차폐비율, 이격거리)를 제거할 수 있었다. 그림 16과 같이
루버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형태변수는 회전각, 차양 간격, 돌출길이, 그
리고 경사각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 4가지 형태변수를 이용하여 루버의
형태를 규정하도록 파라메트릭 루버 생성 모듈을 수정하였다.
표 4 형태변수에 대한 민감도 테스트 결과(편차)
형태변수

서

남서

남

남동

동

회전각

35 ~ 63 (28)

48 ~ 74 (26)

52 ~ 84 (32)

41 ~ 80 (39)

36 ~ 73 (37)

차폐비율

40 ~ 63 (23)

56 ~ 72 (16)

74 ~ 84 (10)

72 ~ 80 (8)

56 ~ 73 (17)

차양간격

49 ~ 82 (33)

63 ~ 74 (11)

80 ~ 86 (6)

76 ~ 81 (5)

63 ~ 78 (15)

이격거리

60 ~ 63 (3)

67 ~ 72 (5)

78 ~ 84 (6)

78 ~ 80 (2)

67 ~ 73 (6)

돌출길이

38 ~ 79 (41)

55 ~ 74 (19)

73 ~ 84 (11)

72 ~ 81 (9)

55 ~ 77 (22)

경사각

29 ~ 65 (36)

39 ~ 73 (34)

38 ~ 84 (46)

44 ~ 80 (36)

32 ~ 73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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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루버 형태변수의 민감도 테스트(출처:Choi et al., 2014)

(2) 루버 성능평가 시스템의 개발
루버는 건축물의 외부에 장착되어 태양광의 도달을 제어하는 장치로, 일
사의 조절에 매우 효율적이다. 루버는 건축물과 독립되어있고 입면에 접합
된 단면적이 작아, 복사, 대류, 전도의 열전달 방법 중 복사 외에는 많은 영
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루버에 의한 에너지 이득은 직달일사를 건축물의
외피에 도달하기 전에 차단하여 건축물의 냉방부하를 감소시키는 것이 중
요한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루버의 성능평가 기준을 정의
하였다. 직달일사를 조절하여 냉난방 부하를 낮추고 에너지 소비를 절감할
수 있는 루버의 성능은 그 절감한 에너지 소비만큼 뛰어나다고 볼 수 있
표 5 차폐비율 민감도 테스트 결과
차폐비율

서

남서

남

남동

동

0.2

40

56

74

72

56

0.4

46

60

77

75

61

0.6

52

65

79

77

66

0.8

59

69

82

79

70

1

63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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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파라메트릭 루버 생성 모듈의 최종 형태변수

다는 전제하에, 루버가 설치된 입면에 도달하는 직달일사의 유입 혹은 차단
으로 인한 에너지 손실 또는 이득의 연간 합계를 루버의 성능평가 기준으로
정의하였다.
가) 특정 루버 적용 입면 도달 직달일사량의 산출
본 연구에서는 라이노 3D(Rhinoceros 3D)의 알고리즘 에디터인 그래스하
퍼(Grasshopper)를 이용하여 직달일사량 조절 성능평가 알고리즘을 구현하
였다. 냉방기와 난방기의 연중 직달일사량을 산출하기 위하여 디바(DIVA
for Rhino)를 이용하여 시간대별 태양의 위치를 파악하고, 태양 위치에 따
라 입면에 직달일사가 도달하는 면적과 루버 및 주변 지형지물에 의해 직달
일사가 차단되는 면적을 산출한다. 여기에 표준기상데이터에서 추출한 단
위면적당 수평면 도달 직달일사량을 법선면 도달 직달일사량으로 변환하여
월, 일, 시별로 분석대상 입면에 도달하는 직달일사량을 구한다. 이를 연간
으로 계산하면 주변 지형지물을 고려한 상태에서 해당 루버로 인한 연간 직
달일사량의 득과 실을 평가할 수 있다.
나) 직달일사량 조절 성능평가 점수체계
루버의 성능을 직달일사량 조절을 통한 냉난방 부하 절감으로 평가할 때,
루버의 성능은 여름철 냉방기에는 직달일사를 차단하여 입면에 도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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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달일사량이 적을수록, 그리고 겨울철 난방기에는 직달일사를 통과시켜
입면에 도달하는 직달일사량이 많을수록 더 뛰어나다고 평가한다. 따라서
이상적 루버는 냉방기에는 직달일사를 모두 차단하고 난방기에는 일사를
전혀 차단하지 않아 냉난방 부하를 최대한 감소시켜 에너지 이득을 극대화
하는 루버다. 이를 기준으로, 루버의 성능은 이상적 루버의 성능에서 냉방
기에 통과시킨 직달일사량과 난방기에 차단한 직달일사량을 뺀 값으로 측
정할 수 있다. 편의상 이상적 차양의 성능을 0으로 정의하면 차양의 성능을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1)

        

여기서,
 : 루버 성능평가 절대점수 (MJ)
 : 평가대상 루버의 냉방기 연중 직달일사량 (MJ)
 : 이상적 루버의 난방기 연중 직달일사량 (MJ)
 : 평가대상 루버의 난방기 연중 직달일사량 (MJ)
이상적 루버의 성능이 0이고 모든 루버는 항상 이상적 조건보다 에너지
손실이 있으므로, 점수는 항상 음수가 된다. 점수의 절대값이 작을수록 루
버의 성능은 우수하다. 한편, 루버의 성능 점수는 특정 루버의 성능이 이상
적 루버와 비교하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는 알려주지만, 이 루버가 얼마나
뛰어난지에 대한 직관적인 정보는 제공하지 못한다. 이런 문제를 고려해 이
상적 루버를 100점으로 하고, 여름철 냉방기에는 직달일사를 모두 통과시키
고 겨울철 난방기에는 직달일사를 모두 차단하여 냉난방 부하를 최대한 증
가시키는 최악의 루버를 0점으로 하는 루버 성능평가의 상대점수체계를 구
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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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평가점수 설계 (출처:최재필외 4인 2013)

(2)

      × 

여기서,
 : 루버 성능평가 상대점수 (점)
 : 루버 성능평가 절대점수 (MJ)
 : 최악 루버의 성능평가 절대점수 (MJ)
또한, 루버가 없는 조건의 상대점수를 통해 루버 설치의 필요성을 분석하
고 평가대상 루버와의 상대점수 차이를 통해 루버를 설치하지 않을 때와 설
치할 때를 쉽게 비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대점수를 이용한 평가체계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림 17과 같다.
이렇게 루버의 직달일사량 조절 성능을 분석하여 점수화하게 되면 다수
의 루버 디자인 중 어느 디자인이 가장 우수한 성능의 디자인인지 판단할
수 있다. 상대점수 체계는 0점부터 100점 사이의 점수로 결과가 나오므로
절대점수 체계보다 건축가가 해당 루버의 성능을 이해하기가 쉽다는 장점
이 있다. 또한, 루버가 없는 상태와의 비교가 가능해서 만약 어떤 루버를 설
치하게 되면, 이로 인하여 직달일사량 조절 성능이 얼마나 개선되는지도 쉽
게 판단할 수 있으므로 현재 루버가 없는 건축물에 루버를 설치하는 것이
과연 실질적으로 득인지 실인지, 그리고 일사 에너지의 관점에서 얼마나 이
득인지도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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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루버월(Louverwall),
(주)에이엔디건축사사무소(설계: 정의엽, 이태경), 사진 신경섭

2.3.4. 루버 알고리즘의 활용

루버월(Louverwall)은 루버 설계 알고리즘이 적용된 실제 프로젝트이다.
(주)에이엔디건축사사무소에서 설계하여 2015년 완공되었고, 건축물의 실험
적 성과를 높이 평가받아 2016년 건축가 협회상을 받았다. 저자는 메인 디
자이너로 루버월(Louverwall)의 설계를 진행하였다.
그림 18과 같이 대지는 서향으로만 열려있고 동, 남, 북쪽은 건물로 완전
히 막혀있다. 자연스럽게 서향이라는 불리한 대지의 조건을 극복하면서 내
부에서 답답하지 않은 공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중요한 목표가 되었다.
강한 서향의 빛은 제한하면서 남향의 빛을 끌어들여 1층 내부에 은은한 자
연광을 유입하고자 서향의 전면 창이 남쪽의 높은 경사면으로 이어지도록
설계하였다. 이렇게 되면 온종일, 그리고 모든 계절에 자연채광이 가능하지
만 직달일사로 인한 냉방 부하를 막아줄 루버가 필요했다. 서향에서 남향으
로 이어지는 커튼월에 설치할 루버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루버 설계 알고리
즘을 사용하였으며, 서향, 남서서향, 남남서향, 남향으로 잘게 쪼개진 입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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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최적 루버 활용 결과
(출처:(주)에이엔디건축사사무소)

그림 20 프로세스 다이어그램
(출처:(주)에이엔디건축사사무소)

을 입력하여 그림 19와 같이 입면별로 시스템이 생성한 최적의 루버 결과물
을 받아보았다.
파라메트릭 설계법에 익숙하지 않은 건축가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
들어져서 활용 과정은 수월하게 진행되었다. 그림 20의 프로세스 다이어그
램에서 알 수 있듯이 기존의 설계 프로세스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었다. 입
면만 입력하면 최적의 루버가 생성되므로 많은 디자인 정보가 필요하지 않
아서 설계의 초기 단계부터 활용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서향의 입면과 남
향의 입면을 각각 입력해서 루버를 생성했고, 생성된 루버의 결과물에서 서
향에서 남향으로 이어지는 커튼월의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다. 루버 디자인
은 건물의 전체적인 입면과 구조 디자인에도 영향을 끼쳤다. 건물의 구조,
커튼월, 그리고 루버 디자인이 함께 연동되어 이루어졌고 하나의 변화가 다
른 요소에도 영향을 주었다. 설계과정 중에 시뮬레이션을 적극적으로 활용
하면서 생성된 결과물은 건축가의 상상력을 자극하였고, 컴퓨테이션의 정
확성과 건축가의 창의성이 만나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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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소결
알고리즘 개발 관련 해외연구를 분석한 결과 환경 성능분석과 디자인 생
성을 연결하는 측면에서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
히 설계의 초기 단계에서 환경 성능분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향성
이 맞춰져 있었다. “Environmental Simulation Tools in Architectural Practice,
The impact on processes, methods and design”에서는 환경 성능기반의 시뮬
레이션 도구를 현재 실무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의사결정의 도구로
활용하는지, 또는 환경 성능기반의 시뮬레이션 도구가 디자인을 생성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서술하였다.
Designing-in performance: energy simulation feedback for early stage design
decision making” 에서는 유형별로 다양한 대안을 생성하고 환경성능과 경제
성을 기반으로 최적화를 진행하는 설계 도구를 활용하는 설계방법론을 제
안하였다. 기존의 환경 성능기반의 분석형 설계도구에 비해 디자이너에게
대안을 생성하여 제공하는 생성형 설계 도구의 장점을 갖고 있지만, 사용자
가 파라메트릭 설계법으로 디자인 아이디어를 규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활
용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한다.
“

A computational design exploration platform supporting the formulation
of design concepts” 에서는 그래스하퍼(Grasshopper)와 다양한 환경 성능
기반의 플러그인을 연계하는 방식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방식은
설계의 초기 단계에서 활용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앞
으로 더 다양한 환경 성능기반의 플러그인이 그래스하퍼(Grasshopper) 기
반으로 개발될 것으로 예상한다.
“

국내외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서 알아낸 환경 성능기반 생성형 설계 도
구의 개발 방향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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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계의 초기 단계에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early stage applicability)
2. 활용하기 쉬운 성능 스케치형 도구가 필요하다. (quick and dirty)
3. 형태 생성과정과 분석과정이 연계되어야 한다. (generation and analysis)
4. 배우기 쉽고 조작이 쉬워야 한다. (designer friendly)
5. 결과물을 시각화해서 보여주어야 한다. (visu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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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일조 성능기반 아트리움 설계 도구의 개발
3.1.1. 일조 성능기반 아트리움 설계의 개요

(1) 아트리움 설계 도구의 개발 배경
자연광은 사용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유익한 영향을 끼친다. 인간의
생체리듬을 활성화하며 사용자의 쾌적성을 증가시킨다. 업무공간에서의 자
연광은 사무직 근로자의 건강에 도움을 주며, 업무 효율을 올린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근로자의 삶의 만족도를 증가하며 육체적 활발 정도가 증가하
고 이는 곧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진다. 상업공간에서는 천창을 통한 빛의
유입이 유의미한 매출 증가로 이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처럼 자연광
을 실내로 유입하면 사용자가 얻게 되는 장점이 많지만, 도심 지역에서는
밀도 높은 건물 배치로 인해 실내 빛 환경은 열악한 상황이다. 이럴 때 아
트리움, 또는 중정 등을 계획하여 자연광을 유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어떤 형태의 아트리움이 일조 성능에 가장 효과적일까? 아트리
움은 자연광을 내부로 유입하기에 적합한 유형이지만 아트리움의 형태, 위
치, 천창의 면적 등에 따라 과도한 냉난방 부하를 초래할 수도 있다. 아트리
움의 일조 성능을 목적으로 하면 천창의 크기가 크지 않아도 내부로 유입된
자연광을 골고루 퍼지게 만들어서 자연광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천창 면적을 최소화하면서 일조 성능을 최대화할 수 있는
아트리움의 형태를 알아보고자 아트리움의 형태별 일조 성능에 대한 정량
적인 분석을 진행하고 일조 성능기반의 아트리움 설계 도구를 개발하고자
한다.
(2) 일조 성능기반 아트리움 설계 도구의 개발
선행연구에서 다루었던 매사추세츠 대학의 학생회관(University Crossing)
사례는 다른 설계에는 적용할 수 없는 맞춤형 컴퓨테이션의 사례이다. 이
연구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어떤 설계 프로젝트에도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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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성을 갖는 설계 도구를 개발하고자 한다. 어떤 건축가든지 본인의 프로
젝트에 해당하는 지역을 선택하고 대상지를 입력하면 그 대상지 내에 일조
성능기반의 아트리움을 생성하여 건축가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자 한다.
선행연구의 분석을 통해 얻은 환경 성능기반의 생성형 설계 도구의 개발
방향은 표6과 같다. 설계의 초기 단계인 디자인 탐색 과정에서 활용하는 것
을 가능하게 하려면 설계자에게 많은 디자인 정보를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건물의 대략적인 외곽선과 층수 정도의 아주 기초적인 정보만 가지고도 해
당 대지에 최적화된 아트리움의 생성이 가능하다면 디자인 탐색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설계 도구의 활용도가 높아지려면 건축가가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건축가에게 파라메트릭 설계법으로 해당 건물
을 규정하라고 요구하면, 그 과정이 너무 어렵다고 느끼는 건축가들이 대다
수이기 때문에 건축가들은 이 설계 도구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
면, 설계 도구가 건물의 형태를 파라메트릭 설계법으로 생성해주어야 한다.
건축가는 매우 직관적인 면, 선 등의 정보만 입력하고 설계 도구가 자체적
으로 아트리움의 형태를 다양하게 생성해야 한다. 이렇게 대략적인 정보만
으로 형태를 생성하면, 아주 정확한 분석은 불가능하지만, 건축가에게 아이
디어를 줄 수 있는 성능 스케치 도구의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6 환경 성능기반 생성형 설계 도구의 개발 방향
환경 성능기반 생성형 설계 도구의 개발 방향

키워드

1

설계의 초기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early stage applicability

2

활용하기 쉬운 성능 스케치형 도구가 필요하다.

quick and dirty

3

형태 생성과정과 분석과정이 연계되어야 한다.

generation and analysis

4

배우기 쉽고 조작이 쉬워야 한다.

designer friendly

5

결과물을 시각화해서 보여주어야 한다.

visu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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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의 초기 단계에서 사용하는 3D 모델링 도구와의 호환성 또한 중요하
므로, 라이노 3D의 알고리즘 에디터인 그래스하퍼(Grasshopper)를 사용하
여 설계 도구를 개발하고자 한다. 이렇게 하면 결과물이 건축가의 라이노
3D 파일 화면에 바로 생성되고 이후의 설계과정과도 바로 연계될 수 있다.
또한, 그래스하퍼용 디바(DIVA for Grasshopper)를 활용하면 환경 성능분
석의 결과를 시각화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방향에서 평면적으
로 다양한 형태와 위치, 그리고 단면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아트리움 생성이
가능한 일조 성능기반의 아트리움 설계 도구를 개발하고자 한다.

3.1.2. 아트리움 관련 선행연구 분석

(1) 아트리움의 형태와 일조 성능 간의 관계
아트리움의 형태는 일조 성능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일반적으로 정형
의 형태에 대해서 광정의 가로, 세로, 높이를 활용해서 형태 비율을 정량적
으로 표현할 수 있다.
가) 아트리움의 광정 지수 Well Index(WI)
아트리움의 광정 지수 WI는 아트리움의 형태 비율을 정량적으로 나타내
는 수치이다. WI는 아트리움의 일조 성능과 관련하여 중요한 지수이며, 그
림 21과 같이 광정의 가로, 세로, 높이로 표현할 수 있다. 광정 지수 WI 값
이 클수록 아트리움은 깊고 좁은 형태로 저층부의 조도가 낮다. 한편, WI
값이 작을수록 아트리움은 얕고 넓은 형태이므로 인접 공간의 조도가 높지
만, WI가 작은 만큼 건물의 전체 높이와 층고가 낮다.14)
 ×    
  
××

14) Erlendsson, Orn. Daylight Optimization: A Parametric Study of Atrium
Design. Royal Institute of Technology. Master’s Degree Thesis.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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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광정 지수

나) 아트리움의 평면비 Plan Aspect Ratio(PAR)
아트리움의 평면비 PAR은 광정의 평면상의 가로와 세로의 비를 나타낸
다. PAR 값이 0.9~1.0은 정방형 아트리움, 0.4~0.9는 장방형 아트리움, 그리
고 0.4 미만은 선형 아트리움으로 분류할 수 있다.15)

  


다) 아트리움의 단면비 Section Aspect Ratio(SAR)
아트리움의 단면비 SAR은 아트리움의 가로에 대한 높이의 비를 나타낸
다. SAR 값이 1.0보다 작으면 얕은 형태의 아트리움이며, 2.0보다 크면 깊
은 형태의 아트리움이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WI, PAR, SAR 지수와 아트
리움의 채광 성능 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16)

  


15) 김정민. 비정형 아트리움의 형태유형별 채광성능 평가. 세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16)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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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조 성능지수
가) 주광률 Daylight Factor (DF)
주광률(Daylight Factor)은 1950년대에 영국에서 개발되어 지난 수십 년
간 가장 많이 쓰인 일조 성능평가의 기준으로 국제조명위원회 표준담천공
조건에서 실내의 조도가 옥외 조도의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가를 나타내는
값이다. 주광률은 단순하고 계산이 빠른 장점을 갖고있어서 예전에는 가장
널리 쓰였던 일조 성능의 지표이지만 정적 성능 지표가 갖는 한계를 갖고
있다. 주광률은 위치, 기후, 건물의 배치 등의 조건과 전혀 상관없는 지표이
기 때문에 이에 따른 디자인 지침은 모든 향과 위치에서 같을 수밖에 없다.
또한, 주광률은 수평선 근처의 휘도를 제대로 계산하지 못해서 옆에서 들어
오는 빛은 제대로 인지되지 못하고, 위에서 들어오는 빛은 과하게 인지되는
경향이 있다.17)

   ×   

   외부 수평면 조도  
   실내 작업면조도  

나) 일광자율지수 Daylight Autonomy (DA)
최근에는 주광률을 대신하는 동적 시뮬레이션 방법으로 실내 조도 평가
에 많이 활용한다. 일광자율지수 DA는 건물 내부의 시간에 따른 조도와 휘
도의 변화를 측정한다. DA는 위치 정보와 기후정보를 활용하며, 해당 대지
의 연간 시간별 일사 정보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일광자율지수 DA는 연간
자연광에 의한 실내 작업 면의 조도가 기준 조도를 초과하는 총 시간의 합
을 전체 사용시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18)
17) Erlendsson, Orn. Daylight Optimization: A Parametric Study of Atrium
Design. Royal Institute of Technology. Master’s Degree Thesis. 2014
18)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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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광자율면적지수 Spatial Daylight Autonomy(sDA)
미국의 친환경 인증제도 LEED v4에서는 sDA와 ASE를 새로운 일조 성
능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일광자율면적지수 sDA는 대상 실내공간의 어
느 정도의 면적에 일정 기준 이상의 조도가 자연광에 의해 확보되는지를 측
정한다. sDA 는 연간 사용시간 중 50% 이상의 시간 동안 300 lux 이상
의 조도가 확보되는 면적의 퍼센트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아트리움의
일조 성능평가를 위해 sDA 지수를 활용하고자 한다.19)
 

 

라) 연간일광노출지수Annual Sunlight Exposure(ASE)
연간일광노출지수 ASE는 대상 실내공간의 어느 정도의 면적이 과한 햇
빛에 노출되는지를 측정하는 지수이다. 과한 자연광은 현휘와 냉방 부하 증
가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ASE 은 연간 사용시간 중 250시간 이상
1000 lux 이상의 조도가 형성되는 면적의 퍼센트를 나타낸다. sDA지수는
기준 조도를 초과하는 모든 조도 값을 포함하므로 sDA만으로는 빛이 과하
게 드는 상황에 대해 인식할 수 없으므로 ASE를 함께 활용하면 균형을 맞
출 수 있다.
 

(3) 기후기반 일광 모델링 (Climate-Based Daylight Modeling)
기후기반 일광 모델링 (Climate-based daylight modelling, CBDM)은 표
준기상데이터의 태양과 하늘 조건을 사용하여 다양한 일조 성능지수를 예
측하는 것이다. CBDM은 해당 지역의 기후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위치
와 건물의 배치, 형태 등에 영향을 받는다. CBDM은 2006년 Mardaljevic의
논문을 통해 시작되었으며, 해당 지역의 태양과 하늘 조건에 근접한 연간
일광 정보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태양과 하늘 조건의 변수는
시간대별 값을 담은 표준기상데이터에서 얻게 된다. 연간 정보를 활용하면
계절에 따라 자연스럽게 달라지는 일광 조건을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에
19) US Green Building Council. LEED v4: Daylight Technical Report. US
Green Building Counci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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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인천의 기상데이터를 활용하여 성능평가를 진행하고자 한다.
(4) 아트리움의 일조 환경 관련 선행연구 분석
아트리움의 일조 환경과 관련한 선행연구는 [표 7]과 같이 아트리움의 형
태, 재료 등의 디자인 요소와 일조 성능 사이의 관계에 관한 연구와 일조
표 7 아트리움의 일조 환경 관련 선행연구
저자

제목

연도

출처

유하늬,
이주윤,
송규동

4면형 아트리움의 높이비와 천창 투과율에 따른
인접 실내공간의 자연채광성능 평가

2010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논문집 vol. 10, no. 5,
57-62

김정민,
김동현

아트리움의 비정형적 변형에 따른 채광성능
평가에 관한 연구

2014

대한건축학회논문집 vol.30, no.1, 111-119

박정대,
이윤경

sDA와 ASE 일조지표 적용 Monitor형 아트리움
조도환경 최적설계

2016

대한건축학회논문집 Vol. 32, No.5, 23-30

Mahsan
Mohseni
n,
Jianxin
Hu

Assessing daylight performance in atrium
buildings by using Climate Based Daylight
Modeling

2015

Solar Energy 119 (2015) 553-560

Erlendss
on, Orn

Daylight Optimization: A Parametric Study of
Atrium Design

2014

Master of Science thesis, Royal Institute of
Technology, Sweden

S.
Sharple
s, D.
Lash

Daylight in Atrium Buildings: A Critical Review

2007

Architectural Science Review, 50, (4),
301-312

주제

활용
소프트웨어
평가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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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정의 형태와 채광
성능의 관계,
재료의 투과율과
채광성능의 관계

광정의 형태와 채광
성능의 관계

천창의 형태와 채광
성능의 관계

광정의 형태와 채광
성능의 관계,
천창의 형태와 채광
성능의 관계

광정의 형태와 채광
성능의 관계,
천창의 형태와 채광
성능의 관계

아트리움 채광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디자인 요소

DAYSIM
DF, DA,
UDI
Ecotect,
Radiance
DF, URI
DIVA
sDA, ASE

DIVA

sDA, ASE
Honeybee,
Radiance,
Daysim
D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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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단면 형태별 채광 성능 실험

시뮬레이션 방법론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아트리움의 형태와 일
조 성능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다시 광정의 형태적 비율에 관한 연구,
일조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형태변수를 찾는 연구, 아트리움 광정을 이루는
면의 투과율 혹은 반사율에 관한 연구로 분류할 수 있다.
아트리움 건물의 자연광에 관한 리뷰 연구를 진행한 Sharples and Lash
에 따르면, 아트리움 지붕 개구부의 형태, 광정의 형태, 광정을 이루는 면의
반사율이 아트리움의 일조 환경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디자인 요소이다.
O. Erlendsson은 석사학위 논문에서 광정의 일조 성능에 영향을 주는 디
자인 요소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중심형 아트
리움에서는 층고, 광정을 이루는 면의 반사율, 광정의 평면 형태, 단면 형태,
그리고 지붕의 형태가 아트리움의 일조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디자인 요소
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트리움의 일조 성능을 판단할 때 사실상 중요한 부분은 저층부 인접 공
간의 조도이다. 광정의 바닥 부분과 아트리움의 최상층은 당연히 높은 조도
를 갖게 되며, 저층부 인접 공간은 낮은 조도를 갖는다. 최상층의 높은 조도
는 현휘를 발생시킬 수 있어서,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이 필요하며, 어떻
게 저층부의 인접 공간에 빛을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가장 중요
한 부분이다.
O Erlendsson의 연구는 광정의 평면적 형태, 단면적 형태에 따라 인접 공
간의 조도가 달라지는 것을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설명하였다. 평면적 형
태는 정사각형과 원형이 삼각형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림
22]와 같이 단면적 형태와 채광 성능 사이의 관계에 대해 V 형태와 A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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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비교하고 X 형태와 O 형태를 비교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V 형태가 A 형태보다 저층부와 상층부 모두에서 채광 성능이
우수하고, O 형태가 X 형태보다 저층부에서 채광 성능이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중심형 아트리움에 한정되어 있고, 5개의 기본적인 단면형태만
분석하였으므로 광정을 이루는 면의 반사에 의한 저층부에서 발생할 일조
성능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따라서, 좀 더 다양한 단면적 형태의 실험
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평면적 형태에 관한 실험에서도 광정의 평면
형태가 원형과 정사각형일 때 삼각형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표준모델의 건물이 정사각형인 점이 영향을 감안해야 한다. 좀 더 다양한
평면의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선행연구 검토 결과, 아트리움의 일조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표8]
과 같이 지붕의 형태, 광정을 이루는 면의 반사율, 층고, 아트리움의 평면
형태, 그리고 단면형태임을 알 수 있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해당 건물의 평
면에 따라 아트리움의 평면 형태도 변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단면의 형태 변화와 일조 성능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보완이 필요
하다고 판단되어 다음 장에서 단면 형태변수를 좀 더 다양하게 구성하고 이
에 대한 일조 성능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표 8 선행연구 분석을 통한 아트리움 형태변수 도출
일조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아트리움의 형태변수
1

아트리움 지붕의 형태

2

광정을 이루는 면의 반사율

3

층고

4

아트리움의 평면 형태

5

아트리움의 단면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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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아트리움의 단면형태 변화에 따른 일조 성능변화 분석

(1) 표준모델 설정
3.1.2.장의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O Erlendsson의 연구에 따르면 단면적으
로 O 형태의 아트리움이 표준형이나 X 형태의 아트리움보다 저층부에서
일조 성능이 우수하다. 하지만, 위의 연구는 아트리움의 위치를 중앙에 한
정시켰으며, 단면의 변화가 다양하지 않았기에 본 연구에서는 아트리움의 3
차원적 단면 변화에 따른 일조 성능의 변화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을 [표
9]와 같이 진행하고자 한다.
표 9 Baseline Model Parameters
Category
Weather

Input

Value

Location

Inchon, Korea

Simulation Type

Climate based

Sky Condition

Weather Data based

Floor size

50m×50m

Floor height

4m

Adjoining spaces depth

VAR. (6m-15m)

Area (표준형)

20m×20m

Area (항아리형)

20m×20m, 30m×30m

Height

20m

Floor

20%

Outer Walls, Ceilings

30%

Glass transmittance

Atrium Partition Glazing

80%

Simulation Grid

Height from Floor

0.8m

Cell size

1m×1m

Building Geometry

Atrium Geometry

Surface Reflec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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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아트리움의 방위별 위치 이동

WI가 1인 아트리움 유형 2개(표준형, 항아리형)에 대해 [그림 23]과 같이
각각 8개의 방위로 위치를 이동시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자 한다. 그리고
두 유형의 아트리움을 각각 8개의 방위에 대해 중심축을 30° 기울여서 형태
변형을 주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중심축의 기울기를 15°로 설정하여 시뮬레
이션을 진행하려고 한다.
아트리움 전 층의 인접 공간에 대해 1차로 분석하고, 저층부(1, 2층) 인접
공간에 대해 2차 분석을 진행한다. 총 6차례의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게 되
며, 인접 공간에 셀 그리드를 설정하여 sDA 와 ASE
지수를 측정
한다. 시뮬레이션을 위한 3차원 모델은 그래스하퍼(Grasshopper)에서 구현
하고, 일조 시뮬레이션은 그래스하퍼용 디바(DIVA for Grasshopper)를 사
용한다. CBDM의 조닝 선정은 대한민국, 인천의 기후 데이터를 활용한다.
아트리움이 생성되는 건물은 50m×50m의 정사각형의 평면에 20m 높이
의 5층 건물로 규정하였다. 각 층의 높이는 4m이다. 아트리움으로 인한 일
조 성능에 집중하고자 별도의 창문은 내지 않았다. 또한, 아트리움의 단면
적 변화에 따른 일조 성능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 아트리움의 지붕은 가
장 많은 빛을 확보하는 평면 타입으로 고정하였다. 셀 그리드의 사이즈는
1m×1m이며 바닥 면에서 0.8m 위에 생성하였다. 내부 아트리움은
20m×20m×20m의 WI 지수가 1인 표준형 아트리움과 [그림 24]와 같이 아트
리움의 가로, 세로, 높이 값은 표준형 아트리움과 같지만, 중층부에서
30m×30m로 커지는 항아리형 아트리움으로 계획하였다. 재질의 반사 값은
바닥 면은 20%, 실내 천정과 외벽은 30%로 설정하였다. 아트리움과 인접
공간 사이에는 유리 벽을 세우고 투과율은 80%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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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항아리형 아트리움 기본모델

이 두 유형의 아트리움을 [그림23]과 같이 8개의 방위별로 5미터씩 위치
를 이동하여 1차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방위별로 중심축을 30°씩 기울여
서 형태에 변형을 가한 후 2차 시뮬레이션을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방위별
로 중심축을 15°씩 기울여서 3차 시뮬레이션을 진행한다.
이렇게 축을 기울이면 각 층의 인접 공간이 깊이가 변화한다. 표준형의
경우 각 층의 인접 공간의 깊이는 중앙배치일 때 15ｍ이고 각 방위로 5m씩
이동하면 인접 공간의 깊이 값은 좁은 쪽은 10ｍ~ 11.4ｍ이며, 깊은 쪽은
18.6m~ 20m이다. 중심축을 30° 기울이면 1층에서는 15m, 최상층에서는 좁
은 쪽이 5.7m~ 8.4m로 깊이 값이 변화한다.
표 10 Radiance ambient parameters
Parameter

Description

Setting

ab

Ambient bounces

2

aa

Ambient accuracy

.15

ar

Ambient resolution

256

ad

Ambient divisions

512

as

Ambient super-samples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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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형의 경우 각 방위로 5m씩 이동하면, 1층 인접 공간의 깊이 값은
표준형과 같지만, 2, 3, 4, 5층의 경우 인접 공간 깊이 값은 6m~ 9.4m 사이
에서 다양하게 변화한다. 방위별로 중심축을 기울이면, 인접 공간의 깊이
값은 각 향에 따라 그리고 층별로 다양하게 변화한다.
항

(2) 일조 성능분석 결과
가) 표준형과 항아리형의 위치 이동
표준형 아트리움과 항아리형 아트리움을 방위별로 5m씩 이동하여 일조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 [표11, 12]와 같이 전체적으로 표준형보다 항아
리형의 sDA 지수가 더 높았으며, 저층부에서 그 차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sDA 지수가 높아지면 ASE
지수도 상승하였다. 표준
형의 경우 중앙에 위치하였을 때보다 위치 이동한 경우에 방위에 따라 sDA
지수가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하였다. 하지만 항아리형의 경우는 위치를
이동하였을 때 모든 방위에서 중앙에 있었을 때보다 sDA 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표준형과 항아리형의 중심축의 기울기 변화 (30°)
표준형과 항아리형 아트리움의 중심축을 30°씩 기울여서 일조 시뮬레이
션을 진행한 결과, [표13, 14]와 같이 전체적으로 표준형보다 항아리형의
sDA 지수가 더 높았으며, 위치 이동 때와 마찬가지로 저층부에서 그
차이가 더 컸다. ASE
지수도 함께 상승하였다. 두 유형 모두 아트리
움이 중앙에 위치하였을 때가 중심축을 30° 기울였을 때보다 sDA 지
수가 높았다. 저층부에서도 두 유형 모두 아트리움이 중앙에 위치하였을 때
sDA 지수가 가장 높았다. 결과적으로 중심축을 30° 기울이면 일조 성
능이 나빠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 표준형과 항아리형의 중심축의 기울기 변화 (15°)
표준형과 항아리형 아트리움을 방위별로 중심축을 15°씩 기울여서 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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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 [표15, 16]과 같이 전체적으로 표준형보다 항아
리형의 sDA 지수가 더 높았으며, 저층부에서 그 차이가 더 컸고, sDA
지수가 높아지면 ASE
지수도 상승하였다. 표준형의 경우 방위
에 따라 sDA 지수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전 층으로 분석했
을 때는 북쪽으로 기울였을 때 sDA 지수가 가장 높았다. 항아리형의
경우는 전 층과 저층부 분석 모두 남쪽으로 기울였을 때 sDA 지수가
가장 높았으며, 전 층 분석의 경우 ASE
지수는 남쪽으로 기울였을
때가 중앙에 있을 때보다 낮았다. 중심축을 15° 기울이면 sDA 지수가
높아져도 ASE
지수는 낮아질 수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표준형보다 항아리형의 일조 성능이 전 층에서 우수하고, 저
층부에서 특히 더 우수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아트리움의 위치와 중심
축의 기울기에 의해 일조 성능이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선행연구
와 형태변수의 변화에 따른 일조 성능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아트리움의 일
조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형태변수는 [표 11]과 같이 아트리움의 지붕형태,
광정을 이루는 면의 반사율, 층고, 아트리움의 평면 형태, 아트리움의 단면
형태, 아트리움의 위치, 아트리움 중심축의 기울기로 규정할 수 있다.
 

 

 

 

 

 

 

 

 

표 11 선행연구 및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한 아트리움의 형태변수 도출
1

아트리움 지붕의 형태

2

광정을 이루는 면의 반사율

3

층고

4

아트리움의 평면 형태

5

아트리움의 단면 형태

6

아트리움의 위치

7

아트리움 중심축의 기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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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위치 이동에 따른 전 층 일조 성능지수 변화
(표준형 vs 항아리형)
Center

표
준
형

항
아
리
형

sDA
300,
50%
(%)
ASE
1000
, 250
(%)
sDA
300,
50%
(%)
ASE
1000
, 250
(%)

W

NW

N

NE

E

SE

S

SW

22.5

22.9

22.8

22.9

22.8

22.8

22.6

22.8

22.7

9.7

9.7

9.6

9.7

9.6

9.7

9.7

9.7

9.7

29

29.3

29.5

29.4

29.5

29.3

29.3

29.3

29.5

12.2

12.2

12.2

12.2

12.1

12.2

12.2

12.2

12.2

표 13 위치 이동에 따른 저층부의 일조 성능지수 변화
(표준형 vs 항아리형)
Center

표
준
형

항
아
리
형

sDA
300,
50%
(%)
ASE
1000
, 250
(%)
sDA
300,
50%
(%)
ASE
1000
, 250
(%)

W

NW

N

NE

14.4

14.4

14.3

14.4

14.3

14.4

14.1

14.5

14.3

5.7

5.7

5.4

5.7

5.4

5.7

5.5

5.7

5.5

29.2

29.3

29.7

29.2

29.9

29.3

29.8

29.2

29.7

13.4

13.4

13.2

13.4

13.2

13.4

13.3

13.4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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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중심축 기울기 30° 변화에 따른 전 층 일조 성능지수 변화
(표준형 vs 항아리형)
Center

표
준
형

항
아
리
형

sDA
300,
50%
(%)
ASE
1000
, 250
(%)
sDA
300,
50%
(%)
ASE
1000
, 250
(%)

W

NW

N

NE

E

SE

S

SW

22.5

20.7

21.2

20.3

21.2

20.7

21.4

21.3

21.5

9.7

9

9.7

9.5

9.7

9.4

9.3

9.8

9.4

29

26.6

27.8

25.8

27.8

26.7

28.6

27.2

28.6

12.2

11.4

12.6

11.6

12.5

12

11.9

12.6

11.9

표 15 중심축 기울기 30° 변화에 따른 저층부 일조 성능지수 변화
(표준형 vs 항아리형)
Center

표
준
형

항
아
리
형

sDA
300,
50%
(%)
ASE
1000
, 250
(%)
sDA
300,
50%
(%)
ASE
1000
, 250
(%)

W

NW

N

NE

14.4

13.1

12.8

12.5

12.9

13.3

13.3

13.5

13.3

5.7

4.7

4.6

4.8

4.7

5

5.2

6.3

5.4

29.2

28.4

28.3

27.7

28.4

28.6

29.2

28.9

29.2

13.4

12.1

11.7

11.1

11.7

12.9

15.6

18.3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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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중심축 기울기 15° 변화에 따른 전 층 일조 환경 지수 변화
(표준형 vs 항아리형)
Center

표
준
형

항
아
리
형

sDA
300,
50%
(%)
ASE
1000
, 250
(%)
sDA
300,
50%
(%)
ASE
1000
, 250
(%)

W

NW

N

NE

E

SE

S

SW

22.5

22.7

22.4

22.8

22.4

22.7

22.6

22.4

22.6

9.7

9.5

9.4

9.9

9.8

9.8

9.6

9.3

9.3

29

29.3

29

29.1

29.2

29.3

29.2

29.5

29.3

12.2

12.3

12.2

12.4

12.3

12.5

12

11.9

12

표 17 중심축 기울기 15° 변화에 따른 저층부 일조 환경 지수 변화
(표준형 vs 항아리형)
Center

표
준
형

항
아
리
형

sDA
300,
50%
(%)
ASE
1000
, 250
(%)
sDA
300,
50%
(%)
ASE
1000
, 250
(%)

W

NW

N

NE

E

SE

S

SW

14.4

14

13.5

14.2

13.5

14

14.5

14

14.4

5.7

5

4.6

5.5

4.8

5.3

5.6

5.5

5.4

29.2

29.1

29

29.1

29

29.3

29.5

29.8

29.4

13.4

13.5

12

12.4

12

13.8

14.2

14.8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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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일조 성능기반 아트리움 설계 도구의 구조 및 검증

선행연구 분석과 함께 아트리움의 단면 형태 변화에 따른 일조 성능의 변
화 연구를 통해 아트리움의 일조 성능에 유의미한 형태변수를 도출하였다.
분석을 통해 도출한 형태변수를 활용하여 일조 성능기반의 아트리움 설계
도구를 개발하고자 한다. 일조 성능기반의 아트리움 설계 도구는 그림 25와
같이 3단계로 이루어진다. 1단계는 파라메트릭 형태 생성 모듈, 2단계는 성
능평가 모듈, 3단계는 최적화 모듈이다. 설계 초기 단계에 활용하기 위해서
사용자의 입력 정보는 최소화하도록 한다. 사용자는 기후 지역을 설정하고,
아트리움을 생성할 건물의 외곽선과 건물의 층수, 층별 층고를 입력하면,
시스템이 실행되며 파라메트릭 모듈이 생성하는 수많은 아트리움에 대해
해당 지역의 기후 데이터를 활용하는 일조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최종적
으로 일조 성능에 최적화된 아트리움을 생성한다.
(1) 파라메트릭 형태 생성 모듈
아트리움의 일조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형태변수는 지붕의 형태, 광정을
이루는 면의 반사율, 층고, 광정의 위치, 광정의 평면 형태, 단면 형태, 그리
고 중심축의 기울기이다. 본 연구에서는 광정을 이루는 면의 반사율과 지붕
의 형태는 고정하고 나머지 형태변수들은 다양하게 변하도록 형태 생성 모
듈을 구성하였다.
사용자는 건물의 외곽선과 층수, 층별 높이 값을 입력하는데, 형태 생성
모듈은 사용자가 입력한 외곽선의 내부에 1m* 1m의 그리드를 생성한다.
시스템은 그 외곽선 내부의 평면상에 4개의 점을 생성하는데, 이 4개의 점
은 건물의 외곽선 내부를 자유자재로 이동하며 매우 다양한 형태의 사각형
을 생성한다. 4개의 점은 슬라이더로 각각 움직일 수 있다. 4개의 점으로 사
각형을 생성하려면, 4개의 점을 선분으로 잇는 순서를 정해주어야 한다. 사
각형이 아닌 리본 형태의 2개의 삼각형이 생성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
여 4개의 점 사이에 중심점을 구하고 그 중심점을 기준으로 360도를 돌아가
며 극좌표를 생성하여 4개의 점의 순서를 정한다. 이러한 순서대로 선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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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자연광 유입 최적화 아트리움 설계 알고리즘

생성하면 리본 형태의 2개의 삼각형이 생성되는 경우를 방지하는 것이 가
능하다.
사용자가 입력한 층수와 층별 높이에 따라 층별로 사각형이 생성된다. 2
층부터 최상층까지의 사각형의 형태는 크기와 위치의 변화가 가능하다. 따
라서 단면적으로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고 중심축의 기울기도 변화한다. 크
기와 위치조정에 따라 사각형이 외곽선을 벗어나면 분석 단계로 넘어가지
않는다. 층별로 생성된 사각형을 면으로 연결하여 아트리움의 3차원적 형태
를 생성한다.
사용자가 입력하는 건축물의 외곽선은 커튼월 입면과 막힌 입면으로 구
분하여 설정할 수 있다. 시스템은 입력받은 외곽선과 층수, 층별 높이를 이
용하여 건축물의 각 층 바닥 면과 외피, 지붕을 생성하고, 형태변수의 조절
에 따른 아트리움을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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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능평가 모듈
파라메트릭 형태 생성 모듈이 아트리움과 건축물 각층의 바닥 면, 외피,
지붕을 생성하면, 2단계인 성능평가 모듈로 연결된다. 성능평가 모듈은 표
18의 설정과 같이 연간 일광 자율(Annual Daylight Autonomy)분석을 진행
하며 각 층의 바닥 면에서 0.8m 위에 분석용 그리드를 생성하고 시뮬레이
션을 통해 sDA
과 ASE
지수를 결과로 보여준다. 조도가 내부에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시각적인 결과물로도 확인할 수 있다.
 

 

표 18 Atrium parameters
Parameter
Weather

Description

Setting

Location

Inchon, Korea

Simulation Type

Climate based

Sky Condition

Weather Data based

Floor size, shape

사용자 입력

Floor to Floor height

사용자 입력

지붕의 형태

평면 타입

위치

Var.

평면형태

Var.

단면형태

Var.

중심축의 기울기

Var.

Floor

20%

Outer Walls, Ceilings

30%

Glass
transmittance

Atrium Partition Glazing

80%

Simulation Grid

Height from Floor

0.8m

Cell size

1m×1m

Building
Geometry

Atrium geometry

Surface
Reflec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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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점수화 및 최적화 모듈
성능평가 모듈을 통해서 sDA 의 수치를 얻을 수 있는데 이는 백분율
로 계산된다. 최적화 모듈은 sDA 값과 최상층 천창의 면적점수를 합산
하여 점수화한다. 천창의 면적점수는 천창의 면적을 전체 지붕 면적에 대한
백분율로 계산하고 이를 역수로 해서 계산한다. 천창의 면적이 작을수록 높
은 점수를 받는다. 그래스하퍼(Grasshopper)에 탑재된 유전자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1단계와 2단계를 반복시키고 sDA 값이 크되 천창의 면적이
작은 아트리움의 형태를 찾는다.
 

 

 

(4) 일조 성능기반의 아트리움 설계 도구의 검증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한 일조 성능기반의 아트리움 설계 도구가 실제로
성능이 우수한 형태를 생성하는지 확인하는 검증을 진행하고자 일조 성능
기반의 아트리움 설계 도구가 찾아낸 최적 아트리움을 정방형의 아트리움
을 갖는 기준 모델과 비교하여 설계 도구의 우수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가) 기준 모델 설정
아트리움을 설계할 건물은 25mx25m의 정사각형 건물로 설정하였다. 아
트리움의 일조 성능분석에 집중하기 위해 별도의 창은 내지 않았다. 총 4층
건물이며, 전 층의 층고는 4m이다. 재질의 설정은 [표19]와 같다.
분석을 위한 시간은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으며, 시뮬레이션을 위해 걸리
는 시간은 컴퓨터의 성능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번 검증을 위한 최적 아트
리움을 찾는 분석은 67.4의 점수가 최고점인 상태로 종료하였다.
일조 성능기반의 아트리움 설계 도구가 생성한 최적 아트리움과 비교할
기준 모델은 [그림 26]과 같다. 기준 모델 아트리움의 최하층 평면은 정사각
형이며 최적 모델 아트리움 최하층 평면과 면적이 같다. 두 아트리움은 같
은 높이 값을 갖고, 천창 또한 같은 면적을 적용하였다. 기준모델 아트리움
의 천창은 정사각형으로 계획하였다.
최적 모델과 기준 모델에 디바(DIVA)의 연간 일광자율분석(Ann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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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light Autonomy Analysis)을 전 층과 저층부에 대해 진행하여 각각의
sDA 지수와 ASE 지수를 비교하였다.
 

 

나) 테스트 결과
최적 모델의 아트리움은 건물의 중심에서 약간 남쪽으로 치우쳐 위치하
였으며, 중심축이 남쪽으로 기울었다. 아트리움의 평면 형태는 동서로 넓은
사다리꼴이며, 단면은 위와 아래가 좁고 가운데가 넓은 항아리 형태이다.
최적 모델과 기준 모델의 연간 일광자율분석 결과는 [표20]과 같다.
표 19 Baseline Model Parameters
Category
Weather

Input

Value

Location

Inchon, Korea

Simulation Type

Climate based

Sky Condition

Weather Data based

Floor size

25m×25m

Floor height

4.0m

지붕의 형태

평면 타입

위치

Var.

평면형태

Var.

단면형태

Var.

중심축의 기울기

Var.

Floor

20%

Outer Walls, Ceilings

30%

Glass transmittance

Atrium Partition Glazing

80%

Simulation Grid

Height from Floor

0.8m

Cell size

1m×1m

Building Geometry

Atrium Geometry

Surface Reflec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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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최적 모델과 기준 모델

전 층 분석결과, 최적모델의 sDA 는 47.5%이며, ASE 는 13.1%,
천창 면적 점수는 87.3점으로 천창의 면적은 79.04m², 바닥 면적은 123.5m²
이다. 기준 모델의 바닥면적도 123.5m²에 맞추었고 천창의 면적도 79.04m²
에 맞추어 정방형의 아트리움으로 생성하였다. 기준 모델의 sDA 지수
는 35.9%이며, ASE 지수는 11.7%로 확인되었다.
저층부 분석 결과, 최적 모델의 sDA
지수는 40.2%, ASE 지수는
9.4%이고 기준 모델의 sDA
지수는 23.3% ASE 지수는 3.7%이다.
최적 모델이 기준 모델보다 전 층과 저층부 분석에서 sDA 지수가 크
게 우수하며, sDA 지수의 차이에 비해 ASE 지수는 큰 차이를 보
이지 않는 것이 확인되었다.
 

 

 

 

 

 

 

 

 

 

 

표 20 알고리즘 검증 결과
전 층

저층부

최적 모델

기준 모델

최적 모델

기준 모델

sDA 300, 50

47.5

35.9

40.2

23.3

ASE 1000, 250

13.1

11.7

9.4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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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일조 성능기반 아트리움 설계 도구의 활용사례
3.2.1. 일조 성능기반 아트리움 설계 프로세스의 구축

환경 성능기반의 설계 도구에는 건축가가 설계한 디자인에 대한 평가를
위주로 개발된 분석형 도구와 건축가의 형태 생성 단계에서 교류할 수 있는
생성형 도구가 있다. 분석형 도구는 건축가가 디자인의 생성이 완료된 후
본인이 만들어 낸 디자인의 환경성능을 평가하는 검증의 도구로 활용한다.
2장에서 국내외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건축가의 형태 생성 단계에서
교류할 수 있는 생성형 도구에 필요성에 이론 연구자와 실무자 모두 동의하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환경 성능기반의 생성형 설계 도구를 설계의 초기
단계에서 활용하면 환경성능이 디자인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고, 이렇
게 하면 디자인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환경 성능기반의 생성형 설계 도구가 건축가의 창의성을 제한한다
는 인식이 또한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생성형 설계 도구를 활용할 때와 분석형 설계 도구를 활용
할 때, 그리고 생성형과 분석형 설계 도구를 함께 활용할 때 실제로 설계과
정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3.1장에서는
설계의 초기 단계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으며, 건축가와 형태 생성 과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생성형 설계 도구를 개발하였다. 3.1장에서 개발한 일
조 성능기반의 아트리움 설계 도구는 건축가가 매스 생성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생성형 설계 도구이다. 이러한 생성형 설계 도구를 활용하는 설계
프로세스는 기존의 설계 프로세스와는 차이를 갖는다.
(1) 일조 성능기반의 생성형 설계 프로세스
생성형 설계 프로세스에서 건축가는 사이트 분석, 프로그램 및 법규 분석
과 같은 사전 디자인 (Pre Design) 단계 이후, 배치 단계에서 일조 성능기
반의 아트리움 설계 도구를 활용하여 아트리움의 형태를 생성한다. 설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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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도출한 결과물을 참고하여 설계를 진행하고 다른 고려사항을 반영하
며 설계를 발전시키는 과정을 거쳐 설계를 완성한다.
사이트 분석 → 배치 → 일조 성능기반의 아트리움 설계 도구의 활용 →
건축가의 재해석, 또는 수정 → 세부 설계 → 설계 종료
(2) 일조 성능기반의 분석형 설계 프로세스
분석형 설계 프로세스에서 건축가는 임의의 설계안을 생성한 후, 일조 성
능을 평가하는 분석형 설계 도구를 활용하여 해당 설계안에 대한 평가와 수
정을 반복하여 설계를 완성한다.
사이트 분석 → 형태 생성 → 세부 설계 계획 → 일조 성능평가 → 형태
의 수정 → 설계 종료
(3) 비활용 설계 프로세스
비활용 설계 프로세스에서는 건축가가 환경 성능기반의 설계 도구를 전
혀 활용하지 않고 설계를 완성한다.
사이트 분석 → 건축가가 형태 생성 → 세부 설계 계획 → 설계 종료
(4) 일조 성능기반의 생성과 분석을 결합한 설계 프로세스
생성과 분석을 결합한 설계 프로세스에서는 건축가가 사이트 분석, 프로
그램 및 법규 분석과 같은 사전 디자인 (Pre Design) 단계 이후, 배치 단계
에서 일조 성능기반의 아트리움 설계 도구를 활용하여 아트리움의 형태를
생성한다. 이후, 건축가가 설계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분석형 설계 도구를
활용하여 평가와 수정을 반복하여 설계를 완성한다.
사이트 분석 → 배치 → 일조 성능기반의 아트리움 설계 도구의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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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가의 재해석, 또는 수정 → 세부 설계 → 성능평가 → 형태의 수정 →
설계 종료

3.2.2. 일조 성능기반 아트리움 설계 도구 활용사례의 계획

(1) 개요
4장에서는 생성형 설계 도구를 활용할 때와 분석형 설계 도구를 활용할
때, 그리고 생성형과 분석형 설계 도구를 함께 활용할 때 실제로 설계과정
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국내에서 활동 중인 건축가
들이 직접 다양한 설계 프로세스를 경험하는 사례 연구를 진행한다. 3.2.1장
에서 정의한 총 4개의 설계 프로세스로 설계를 진행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
는 설계안의 내용적, 성능적 변화를 알아보고 건축가의 환경 성능기반의 설
계 프로세스에 관한 생각 변화를 알아보고자 한다.
(2) 사례 연구의 진행 방법
실무경력 3년 이상의 건축가를 대상으로 6인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연구
자는 참가자에게 일조 성능기반의 아트리움 설계 도구와 분석형 설계 도구,
그리고 두 설계 도구에 관한 사용자 매뉴얼을 전달한다.
사례 연구의 대상지는 규모와 환경이 전혀 다른 두 곳이며, 대상지별로
프로그램 및 설계의 규모를 다르게 정하여 두 개의 설계 공모를 구성한다.
참가자들은 두 곳의 대상지에 대한 설계 공모(A, B)를 전달받는다.
참가자들은 각 공모 당 두 번의 설계 실험을 진행하며, 총 4번의 설계안
을 계획한다. 한 대상지에 대하여 한번은 생성형 설계 프로세스로 설계를
진행하고, 한번은 분석형 설계 프로세스로 설계를 진행한다. 다른 대상지에
대하여 한번은 비활용 설계 프로세스로 진행하며, 마지막 한 번은 생성과
분석을 결합한 설계 프로세스로 설계를 진행한다.
설계의 순서는 대상지를 번갈아 가면서 진행하는데, 예를 들어, 참가자 1
번은 사이트 A에 대해 생성형 설계 프로세스로 설계를 진행하고 사이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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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 비활용 설계 프로세스로 설계를 진행한다. 3개월 후 사이트 A에
대해 분석형 설계 프로세스로 설계를 진행하고 사이트 B에 대해 생성과 분
석을 결합한 설계 프로세스로 설계를 진행한다. 이렇게 하면 같은 대상지에
대해 반복적으로 설계를 하지만 학습효과는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대상
지에 대한 요인을 줄이기 위해서 참가자 1, 2, 3번과 4, 5, 6번은 대상지의
순서를 바꿔서 진행한다. 사례 연구의 진행 순서는 표 21과 같고, 참가자 별
로 어떤 대상지에 어떤 설계 프로세스를 진행할 것인지와 설계 프로세스별
진행 순서를 사전에 고지하였다.
설계는 계획 설계 (schematic design) 단계까지 진행하며 결과물은 3D 모
델링 파일로 제출한다. 참가자는 설계과정을 자세히 기록한 설계 기록지를
함께 제출한다. 또한, 연구자는 사례 연구 참여 전과 후에 인터뷰를 진행한다.
가) 참여 건축가 소개
총 6명의 30대 건축가가 일조 성능기반의 아트리움 설계 도구 활용사례 연
구의 참가자로 선정되었다. 참여 건축가는 모두 국내외 건축대학원에서 석사
학위 이상의 건축 전문 교육을 이수했고,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고 있다.
표 21 사례 연구의 진행 순서
사이트 A
참가자

1차

사이트 B
2차

1차

2차

1

생성형

분석형

비활용

생성형+분석형

2

생성형

분석형

비활용

생성형+분석형

3

생성형

분석형

비활용

생성형+분석형

4

비활용

생성형+분석형

생성형

분석형

5

비활용

생성형+분석형

생성형

분석형

6

비활용

생성형+분석형

생성형

분석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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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의 참여 건축가는 다양한 건축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6명 중 1명은 한국
건축사이며, 1명은 미국 건축사이다. 6명 중 3명이 LEED 관련 자격을 갖추었다.
6명 중 2명의 참가자는 파라메트릭 설계법에 친숙하며 라이노 3D(Rhinoceros
3D)와 그래스하퍼(Grasshopper)를 능숙하게 다룬다. 다른 2명의 참가자는
파라메트릭 설계법에는 익숙하지 않지만, 라이노 3D(Rhinoceros 3D)를 능
숙하게 다룰 수 있다. 마지막 2명의 참가자는 파라메트릭 설계법에 어려움
을 느끼고, 라이노 3D(Rhinoceros 3D)를 사용하는 데 익숙하지 않으며, 스
케치업(SketchUp)과 오토캐드(AutoCAD)를 주로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생성형 설계 도구의 보편적 확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양한 수준의 소프
트웨어 사용자로 참여 건축가를 구성하였다.
표 22 참여 건축가 소개
참여 건축가
주요 경력
자격증
1번 건축가
AIA, LEED AP
2번 건축가
LEED AP
3번 건축가

4번 건축가
KIRA
5번 건축가

6번 건축가
LEED GA

건축사무소 소장
2012-2014 Dean Sakamoto Architects 근무

건축사무소 소장
2013-2016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선기획 근무

건축사무소 소장
2009-2011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근무

국내대학 박사과정
2013-2015 (주)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국내대학 박사과정
2013-2016 (주)범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국외대학 박사과정
2016 University of Pennsylvania Environmental Building Design 석사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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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설계 공모 소개
n 사이트 A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옆 대지이며, 서울대학교 후문 삼거리 근처로 현
재는 노상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다. 대지의 동북쪽으로 순환도로를 접하고
있으며 도로의 건너편에는 낮은 언덕이 있다. 남서쪽으로 캠퍼스를 향해 열
려있다. 환경대학원의 부속 건물을 신축하며, 중, 소규모 강의실, 교수 연구
실, 로비 및 휴게공간을 계획한다.
설계 개요
주소: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건폐율: 60%
용적률: 150%
대지면적: 약 2573㎡
프로그램: 환경대학원 부속 건물
중, 소규모 강의실(약 30~60㎡), 연구실, 로비 및 휴게공간
주차: 지하주차장(기계식) (지하는 표현하지 않는다.)
규모: 3층
법규검토: 높이 제한 없음
n

사이트 B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대지로, 대지의 북쪽으로 도산공원이 자리
하고 있으며, 명품 브랜드 매장이 즐비한 가로에 있다. 레스토랑 또는 카페
를 1, 2층에 계획하고 임대용 사무공간을 3, 4층에 계획한다.
설계 개요
주소: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31-35
건폐율: 60%
용적률: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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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면적: 555.6㎡
프로그램: 2종 근린생활시설
1, 2층은 레스토랑/카페 예정 (400㎡ 내외)
3, 4층은 오피스 예정 (400㎡ 내외)
주차: 지하주차장(기계식) (지하는 표현하지 않는다.)
법규검토
조경: 대지면적 10% 이상
주차대수: 상가면적/134㎡
높이 제한 없음.
(3) 사례 연구 분석용 제출물
가) 3D 파일
참가자들은 실험의 결과물을 라이노 3D(Rhinoceros 3D) 모델링 파일로
제출한다. 참가자 별로 4개의 설계안에 대한 파일을 각각 제출한다.
나) 설계 기록지
참여 건축가는 설계의 진행 과정을 기록지에 자유롭게, 그리고 최대한 자
세하게 기록한다. 스케치와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며, 개념적인 부분은 메
모로 기록한다. 반복하는 과정에 있어서 앞으로 돌아갔다면 화살표를 활용
해서 작업의 순서를 표현한다. 기록지에는 작업순서, 작업별로 활용한 소프
트웨어, 그리고 작업의 세부 내용을 표현한다.
(4) 인터뷰 질문지
참여 건축가를 대상으로 사례 연구 참여 전 환경 성능기반의 설계 프로세
스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 인터뷰를 진행한다. 환경성능에 대
한 건축가들의 인식, 환경성능에 대한 지식의 정도, 설계 도구의 활용 범위,
설계 도구의 활용과 창의성 발현의 관계에 대해 질문지를 보내서 서면 인터
뷰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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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성능에 대한 인식
1. 평소 건축물의 친환경성에 대해 어느 정도 중요도를 두고 설계한다고
생각합니까?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중간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2. 건축 디자인의 주요 요소에 환경성능을 고려하십니까?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중간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3. 건축 디자인과 환경성능 디자인의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중간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4. 환경성능의 문제를 건축적 디자인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중간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5. 환경성능이 건축적 디자인을 이끌어가는 주요 원동력일 수 있다고 생
각하십니까?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중간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6. 건축 디자인의 개념에 환경 성능적 관점을 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중간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2. 환경 성능적 지식의 범위
1. 설계과정에서 환경성능에 대한 별도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중간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2. 본인의 환경성능에 대한 이해도가 건축 설계를 진행하시기에 충분하다
고 평가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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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중간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3. 평소 설계과정에서 환경성능에 대한 지식적 도움의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중간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4. 환경 성능분석 소프트웨어의 활용이 건축가의 환경성능에 대한 지식
확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중간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3. 설계 도구의 활용으로 인한 창의성 발현에의 영향
1. 생성형 설계 도구의 활용이 창의성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중간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2. 분석형 설계 도구의 활용이 창의성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중간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3. 건축가가 해당 대지에 관한 다양한 환경 성능적 정보를 얻게 되면 창
의성 발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중간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4. 건축 디자인의 생성과정에 설계 도구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중간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5. 건축 디자인의 생성과정에서 생성형 설계 도구를 활용하면 건축가의
직관적 능력이 감소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중간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6. 건축 디자인의 생성과정에서 환경 성능분석 결과를 활용하면 건축가의
79

생성과 분석을 결합한 환경 성능기반 설계 프로세스에 관한 연구

직관적 능력이 감소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중간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3.2.3. 활용사례의 분석 계획

(1) 설계 프로세스에 따른 내용적 변화 분석-다이어그램 분석
1장의 연구 질문 중 첫 번째는 환경 성능기반의 생성형 설계 도구를 활용
할 때, 분석형 설계 도구를 활용할 때, 생성형과 분석형 설계 도구를 함께
활용할 때, 그리고 어떤 설계 도구도 활용하지 않을 때, 설계의 내용에 차이
가 발생하지 않을까였다. 건축가가 형태의 생성 단계와 디자인 전개 과정에
있어서 생성형 설계 도구와 분석형 설계 도구의 상호작용 속에 설계를 진행
한다면 보다 근본적으로 친환경성을 내재한 디자인을 계획할 수 있을 것이
라는 가설을 세우고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관찰해보고자 한다.
n 건축적 개념이 환경 성능적 관점을 포함하는가?

건축 디자인 안이 정해진 뒤에 검증의 도구로 분석형 설계 도구를 활용하
는 기존의 설계 프로세스에서는 건축 디자인의 개념과 일관성을 갖는 환경
설계가 진행되기는 어렵다. 환경성능을 위한 디자인은 이미 완성된 디자인
에 대해 기능적으로 덧붙이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건축적 개념의 구
축과정과 환경성능을 위한 디자인 과정이 동시에 진행된다면, 해당 건축적
개념은 환경 성능적 관점을 포함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건축적 개념이
환경 성능적 관점을 포함할 때 건축 디자인이 더 적극적으로 환경 성능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보다 근본적으로 친환경성을 내재하고 있을
것이다.
김현아의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인 “건축 디자인 매체로서의 다이어
그램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기존에는 다이어그램은 재현적 도구로만 사용
되었으나 현대 건축에서는 현실의 무수한 정보를 조직하여 구축으로 전환
하는 개념이나 방법을 증식하는 매체로 다이어그램을 사용된다. 현대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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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다이어그램은 디자인 개념과 프로그램, 구조, 환경, 동선 등 다양한 요
소들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과정에서 분리되었던 부분들을 압축적으로 상호
관계 맺도록 하는 도구로 사용된다. 위 연구에서 김현아는 다이어그램을 개
념이나 방법을 증식하는 매체로 사용한 다양한 건축가의 작업 사례를 분석
을 통해 입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참여 건축가가 제출한 설계안의 건축적 개념이 환경 성능
적 관점을 포함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제출한 설계 기록지 상의 다이어그
램을 분석하여 해당 설계안의 건축적 개념을 구체화하고자 한다. 각 설계안
의 생성과정이 담긴 다이어그램을 분석하여 해당 설계안의 건축적 개념을
명확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설계 프로세스에 따라 건축적 개념의 환
경 성능적 관점의 포함 여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도록 한다.
n 건축적 디자인을 이루는 주요 요소들이 환경 성능적 관점을 포함하는가?

여 건축가가 제출한 설계안의 3D 파일을 분석하여 매스의 형태, 입면
디자인, 그리고 공간의 구조를 파악한다. 설계 기록지 상의 다이어그램을
분석하여 각 주요 요소의 발생 과정을 살펴보고 해당 요소가 환경 성능적
관점을 포함하는지, 환경 성능적 의지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
다.
참

n 환경성능이 디자인을 이끄는 원동력인가?

건축 디자인의 발생 과정은 다양한 외부조건과 건축가의 창의성이 결합
을 통해 일어난다. 설계 도구의 활용이 건축 디자인의 발생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생성형, 분석형 설계 도구가 디자인의 전
개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환경성능이 건축 디자인
을 이끄는 주요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각각의 다른 설계 프로세스
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발생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건축가들이 제출한 각 설계안에 대해 다이어그램을 분석하여 디자인의
발생 과정과 환경 성능적 관점이 해당 디자인을 이끄는 원동력인지를 밝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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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한다. 설계 프로세스에 따라 한 건축가의 디자인 발생 과정과 디자인
의 원동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도록 한다.
(2) 설계 프로세스에 따른 내용적 변화 분석-아트리움 형태의 생성
및 변형 과정 분석
참여 건축가가 제출한 4개의 설계안을 분석하여 아트리움 형태의 생성과
정을 설계 프로세스별로 살펴본다. 생성형 설계 도구를 활용하는 생성형 설
계 프로세스와 생성형+분석형 설계 프로세스에서 건축가는 일조 성능을 기
반으로 생성된 아트리움을 유지하거나 다른 이유에 의해 수정할 것이다. 또
한, 생성형 설계 도구를 활용하지 않은 비활용 설계 프로세스와 분석형 설
계 프로세스의 경우 아트리움 형태의 생성 논리를 살펴보는데, 이는 일조
성능과 연관이 없을 수도 있다.
생성형 설계 도구가 생성한 결과물에서 건축가의 수정과정을 거친 최종
안까지의 형태적 변화를 평면, 단면, 축의 변화로 구분하여 형태 변형의 정
도를 측정한다. 6명의 참여 건축가가 생성형, 분석형 설계 도구를 아트리움
설계에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아보고자, 생성형 설계안과 생성형+분석형 설
계안 아트리움의 형태 변형 과정을 자세히 관찰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3) 설계 프로세스에 따른 일조 성능의 변화 분석
설계의 초기 단계인 디자인 탐색 과정에 환경성능 기반의 생성형 설계 도
구를 활용한다면, 주로 설계의 후기 단계에 활용하는 분석형 설계 도구를
사용할 때와 비교해 볼 때 설계안의 성능에 차이가 발생할 것이다. 또한, 생
성형 설계 도구와 분석형 설계 도구를 함께 사용한다면 이 역시 다른 결과
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한다. 설계 프로세스에 따라 일어나는 설계안의 성능
적 변화에 대해 다음의 측면에서 관찰하고자 한다.
생성형 설계 프로세스, 분석형 설계 프로세스, 생성과 분석을 결합한 설계
프로세스, 그리고 비활용 프로세스 중에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한 디자인의
일조 성능이 더 우수한지 알아보고자 한다. 한 건축가가 다른 설계 프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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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로 설계를 진행할 때 설계 프로세스에 따라 설계안의 일조 성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표 23 DA 분석용 파라미터
Parameter

Description

Setting

Weather

Location

Inchon, Korea

Simulation Type

Climate based

Sky Condition

Weather Data based

Floor size, shape

사용자 입력

Floor to Floor height

사용자 입력

Floor

20%

Walls

70%

Ceilings

50%

Glass transmittance

Double pane low E argon

65%

Simulation Grid

Height from Floor

0.8m

Cell size

1m×1m

Building Geometry

Surface Reflectance

표 24 Radiance ambient parameters
Parameter

Description

Setting

ab

Ambient bounces

2

aa

Ambient accuracy

.15

ar

Ambient resolution

256

ad

Ambient divisions

512

as

Ambient super-samples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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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건축가가 제출한 설계안에 대한 일조 성능분석은 그래스하퍼용 디
바(DIVA for grasshopper)를 사용하여 연간 일광자율(Annual Daylight
Autonomy, 이하 DA) 분석을 진행한다. sDA(Spatial Daylight Autonomy)
와 ASE(Annual Sunlight Exposure) 수치를 확인하여 설계안의 일조 성능
을 평가한다. 평가의 기준은 미국의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인 LEED v4를
따른다. LEED v4에 따르면 sDA 가 55 이상이면 2점, 75 이상이면 3점
을 얻는다. 이때, ASE 가 10 이하를 만족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ASE 가 10 이하이면서 sDA 가 55 이상이면 성공(pass)으로, 위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실패(fail)로 규정하기로 한다. 설계안의 일조 성능
분석을 위한 파라미터 설정은 표 23, 24와 같다.
참

 

 

 

 

(4) 환경 성능기반 설계 도구의 활용에 관한 건축가의 생각 변화
설계의 초기 단계에서 형태 생성 과정에 환경 성능기반의 생성형 설계 도
구를 활용한다면, 건축가의 창의성 발현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며, 분석형
설계 도구를 활용하면 디자인의 전개 과정에서 건축가의 전문적 지식에 변
화가 발생한다. 생성형 설계 도구를 활용할 때와 분석형 설계 도구를 활용
할 때, 어떤 설계 도구도 활용하지 않을 때, 그리고 생성형과 분석형 설계
도구를 함께 활용할 때를 비교하여 환경 성능기반의 설계 프로세스에 관한
건축가의 인식 변화와 환경 성능적 지식의 확장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
보고자 한다.
n 환경성능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었는가?

생성형 설계 프로세스, 분석형 설계 프로세스, 생성과 분석을 결합한 프로
세스, 그리고 비활용 프로세스를 경험한 후 환경성능에 대한 건축가의 인식
변화가 있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사례 연구 참여 전에는 환경성능에 대해
어느 정도의 관심이 있었는지, 설계과정에 어느 정도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
었는지 사전 인터뷰를 통해서 알아보고 사례 연구에 참여하여 4개의 설계
프로세스를 경험하면서 환경 성능기반의 설계 프로세스에 대한 인식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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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변화가 생겼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떠

n 환경 성능적 지식의 확장이 설계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생성형과 분석형 설계 도구를 활용하면서 건축가의 환경 성능적 지식이
확장되었는지 알아본다. 어떤 설계 도구의 활용으로 그 지식의 범위가 넓어
졌는지 지식의 확장이 설계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사례 연구 참여
후 개별 인터뷰를 진행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앞서 분석한 설계의 내용적
분석을 토대로 개별 인터뷰를 통해 설계 프로세스별로 환경성능에 대한 지
식적 확장이 일어났는지 지식적 확장이 발생했다면, 이를 설계과정에 어떻
게 반영했는지를 비교한다. 4개의 설계 프로세스 중 어느 프로세스가 환경
성능적 지식의 확장에 가장 도움이 되었으며 가장 효과적이었는지 개별 인
터뷰를 통해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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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일조 성능기반 설계 도구 활용사례의 분석
일조 성능기반의 설계 도구를 활용하는 설계 프로세스 사례 연구에 참여
한 건축가는 총 6명이며, 이들은 각각 4개의 다른 설계 프로세스를 활용하
여 4개의 다른 설계안을 계획하였다. 참여 건축가는 모든 설계안의 3D 파일
을 제출하였으며, 설계의 전 과정을 세세하게 기록한 설계 기록지를 설계
프로세스별로 제출하였다. 건축가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설계 프로세
스에 따른 내용적 변화, 일조 성능의 변화, 그리고 생성형과 분석형 설계 도
구의 활용에 관한 건축가의 생각 변화를 알아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설계 기록지 상의 다이어그램과 건축가가 제출한 3D 모델의
분석을 통해 설계 프로세스에 따른 내용적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설계
기록지 상의 다이어그램을 분석하여 각 설계안의 건축적 개념이 환경 성능
적 관점을 포함하는지, 건축 디자인의 주요 요소가 환경 성능적 관점을 포
함하는지, 그리고 환경성능이 디자인을 이끄는 원동력인지를 알아본다. 그
리고 3D 모델을 분석하여 각 설계 프로세스별로 아트리움 형태의 생성 및
변형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두 번째로는 건축가가 제출한 각 설계안
에 대해 일조 성능을 평가하여 설계 프로세스에 따른 일조 성능의 변화 여
부를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다양한 설계 프로세스의 경험을 통해 생성형과
분석형 설계 도구에 대한 건축가의 생각 변화와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한 생
성형 설계 도구의 개선 할 점을 알아본다.
1, 2, 3번 건축가는 사이트 A에 대해 생성형 설계 도구를 활용하여 계획
하는 생성형 설계 프로세스(이하 생성형)와 생성형 설계 도구를 활용하지
않고 안을 생성한 후, 분석형 설계 도구를 사용하여 평가와 수정과정을 거
치는 분석형 설계 프로세스(이하 분석형)를 진행하였고, 사이트 B에 대해
환경 성능기반의 설계 도구를 전혀 활용하지 않고 계획하는 비활용 설계 프
로세스(이하 비활용)와 생성형 설계 도구를 활용하여 안을 생성한 후 분석
형 설계 도구를 사용하여 평가와 수정과정을 거치는 생성과 분석을 결합한
설계 프로세스(이하 생성형+분석형)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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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6번 건축가는 사이트 A에 대해 환경 성능기반의 설계 도구를 전혀
활용하지 않고 계획하는 비활용 설계 프로세스(이하 비활용)와 생성형 설계
도구를 활용하여 안을 생성한 후 분석형 설계 도구를 사용하여 평가와 수정
과정을 거치는 생성과 분석을 결합한 설계 프로세스(이하 생성형+분석형)
를 진행하였고, 사이트 B에 대해 생성형 설계 도구를 활용하여 계획하는 생
성형 설계 프로세스(이하 생성형)와 생성형 설계 도구를 활용하지 않고 안
을 생성한 후, 분석형 설계 도구를 사용하여 평가와 수정과정을 거치는 분
석형 설계 프로세스(이하 분석형)를 진행하였다.

4.1.1. 1번 건축가

(1) 설계 프로세스에 따른 내용적 변화 분석-다이어그램 분석
가) 사이트 A: 생성형 프로세스와 분석형 프로세스
1번 건축가의 생성형 설계안의 경우 대지의 형상을 그대로 따르는 매스에
마치 수정이 박혀있는 듯한 형상의 아트리움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건축가
는 설계 기록지에 아트리움의 단면 스케치와 함께 “박힌 수정 같은 느낌”이
라고 적어두었다. [표 61]
분석형 설계안의 경우 정방형의 아트리움을 중심에 두고 U자 형태의 매
스를 각 방향으로 돌아가며 쌓아 올렸다. 이에 따라 아트리움은 각 층에서
각기 다른 향을 갖는 필로티 공간과 만난다. 중앙에 있는 아트리움과 각기
다른 향의 외부공간과의 연계를 중점에 두고 설계하였다. 1층의 필로티 공
간은 자연스러운 입구를 만들고, 2층의 필로티 공간은 남동쪽의 자연광을
받는다. 3층의 테라스는 열린 조망을 위한 외부공간으로 형성하였다.
n 건축적 개념이 환경 성능적 관점을 포함하는가?

생성형 설계안의 건축적 개념은 박힌 수정 같은 아트리움으로, 건축가는
생성형 설계 도구에 의해 일조 성능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아트리움의 형태
를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본인의 해석을 추가하여 설계안을 계획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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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 건축적 개념은 환경 성능적 관점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분석형 설계안의 경우, 건축가는 U자 형태의 매스를 각 방향으로 돌아가
며 쌓기를 통해 중앙의 아트리움과 층별 외부공간의 연결이라는 건축적 개
념을 구축하였다. 여기에는 아트리움을 통해 내부로 자연광을 유입하려는
의도와 외부에서 볼 때 각 방향으로 보이드를 형성하려는 조형적 의도가 혼
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분석형 설계안의 건축적 개념은 환경 성
능적 관점을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n 건축적 디자인을 이루는 주요 요소들이 환경 성능적 관점을 포함하는가?

생성형 설계안의 매스의 형태는 대지의 형상과 유사하다. 입면 디자인을
살펴보면 전면은 커튼월, 나머지 세 입면은 수직 커튼월과 막힌 벽이 띠 패
턴을 이루고 있다. 아트리움을 둘러싸는 공용공간과 강의실을 구획하는 공
간의 구조는 아트리움의 형태에 영향을 받고 있다. 단면상으로 아트리움은
중앙에 위치하며, 지붕 위로 솟아오르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아트리움의
형태적 특징이 생성형 설계안의 평면적, 단면적 공간구조를 지배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매스의 형태와 입면 디자인은 환경 성능적 관점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공간의 구조는 아트리움의 형태에 의해 결정되어 환경
성능적 관점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분석형 설계안의 경우, 매스의 형태는 외부에서 볼 때 보이드를 형성하는
조형적 측면을 강조한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입면 디자인의 경우 처음
에는 U자 매스의 외피를 막힌 벽으로, 외부공간을 면하는 입면은 커튼월로
계획하였으나, 분석형 설계 도구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외피에 수평으로 긴
창을 계획하였다. 공간의 평면적 구조를 살펴보면 각 층의 외부공간이 동
선, 주변 환경, 일조, 그리고 조망의 이유에 의해 배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단면적으로는 외부공간과 아트리움의 연계에 의한 환기 및 빛의 유입이 공
간구조의 구축 논리임이 드러난다.
결과적으로 분석형 설계안의 매스의 형태는 환경 성능적 관점을 포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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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지 않고, 입면 디자인과 공간구조는 환경 성능적 관점이 반영되어 계
획되었음을 알 수 있다.
n 환경성능이 디자인을 이끄는 원리인가?

생성형 설계안의 디자인 과정을 살펴보면, 사이트 분석 및 법규 검토 단
계 이후 건축가는 대지의 형상과 유사한 형태의 매스를 계획하였고 생성형
설계 도구를 활용하여 일조 성능에 기반한 아트리움의 형태를 생성하였다.
이후 아트리움의 형태적 특징을 건축가가 재해석하여 건축적 개념으로 구
축하였다. 또한, 내부의 아트리움의 형태적 특징을 외부로 드러내기 위해
전면에 커튼월을 계획하였다. 이를 통해 생성형 설계 도구에 의해 생성된
아트리움이 디자인을 이끄는 주요 원리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분석형 설계안의 디자인 과정을 살펴보면, 사이트 분석 및 법규검토 단계
이후 건축가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반영한 정형의 매스를 구축하였다. 중앙
의 아트리움을 배치하고 U자 형태의 매스를 층별로 돌아가며 쌓아서 자연
스럽게 외부공간이 층별로 각 방향으로 돌아가며 형성되었다. 분석형 설계
안의 경우, 환경 성능적 관점과 건축가의 창의적 발상에 의한 조형적 관점,
공간 구조적 관점이 함께 작용하여 생성된 디자인이다. 따라서, 환경성능이
디자인을 이끄는 주요 원리 중 하나로 작용하였다.
표 25 1번 건축가의 생성형 설계안과 분석형 설계안의 내용 분석
생성형

분석형

건축적 개념

박힌 수정 같은 아트리움 (O)

아트리움을 중심으로 디귿자 형태의
매스를 돌아가며 쌓기 (O)

요소별 환경성능

매스(X), 입면(X), 공간구조(O)

매스(X), 입면(O), 공간구조(O)

디자인의 원동력

알고리즘으로 생성된 아트리움 (O)

아트리움과 각 방향으로 형성된 층별
외부공간과의 연결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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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이트 B: 비활용 설계 프로세스와 생성형+분석형 설계 프로세스
1번 건축가는 비활용 설계안에서 정형 매스의 중앙에 직사각형을 층마다
90도씩 회전시켜서 연결한 역동적인 형태의 아트리움을 위치시켜 단면적으
로 변화하는 아트리움이라는 건축적 개념을 구축하였다. 설계 기록지에 기
록된 스케치 형식의 다이어그램은 직사각형을 돌려가면서 연결하여 형성한
아트리움의 형태적 구축 논리를 설명하고 있다. [표 62]
1번 건축가의 생성형+분석형 설계안을 살펴보면 건축가는 대지의 형태를
따르는 정형 매스 두 개를 수직적으로 어슷하게 쌓고 생성형 설계 도구에
의해 생성된 비정형의 아트리움이 이 두 매스를 관통하도록 계획하였다. 어
슷하게 쌓은 매스를 관통하는 아트리움은 빛을 내부 깊숙이 받아들인다.
n 건축적 개념이 환경 성능적 관점을 포함하는가?

비활용 설계안의 건축적 개념은 단면적으로 변화하는 역동적인 아트리움
으로 기능적으로 작용하는 빛의 효과보다 조각 같은 형태를 통해 발생하는
빛의 현상학적 효과에 더 집중하고 있다. 이는 조형성에 집중하고 있는 아
트리움의 형태적 구축 논리와 단면 스케치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따라서 비
활용 설계안의 건축적 개념은 환경 성능적 관점보다는 조형적 관점과 빛의
현상학적 효과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판단된다.
생성형+분석형 설계안의 건축적 개념은 어슷하게 쌓은 매스를 관통하는
비정형의 아트리움으로, 건축가는 생성형 설계 도구를 활용하여 만들어진
아트리움의 형태를 두 덩어리의 매스와 함께 다듬어가면서 완성하였다. 건
축가는 일조 성능을 기반으로 생성된 아트리움의 형태를 최대한 존중하면
서 건축적 개념을 구축하였으며, 해당 건축적 개념은 환경 성능적 관점을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n 건축적 디자인을 이루는 주요 요소들이 환경 성능적 관점을 포함하는가?

비활용 설계안의 매스의 형태는 대지의 조건에 순응하고 있다. 사이트 B
의 양옆은 건물에 의해 막혀있고, 전면만 대로로 향하고 있다. 건축가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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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매스 내부에 마치 역동적인 형태의 아트리움을 생성하고 이 점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도록 디자인하였다. 입면 디자인의 경우 동향인 전면과 서
향인 후면에 커튼월을 계획하였고, 북향과 남향에는 작은 창을 일정한 리듬
으로 내어주었다. 이는 환경 성능적 관점에서 디자인되었다기보다는 건축
적 개념의 극대화를 위해 계획한 것으로 판단된다. 공간의 구조 또한 중앙
의 아트리움이 평면적 단면적 공간구조를 지배하는 논리로 작용하고 있는
데, 이는 아트리움의 형태적 특징과 빛의 현상학적 효과에서 기인하고 있다
고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매스의 형태, 입면 디자인, 그리고 공간의 구조 모
두 환경 성능적 관점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생성형+분석형 설계안의 매스의 형태는 1층과 2층이 한 덩어리 그리고 3
층과 4층이 다른 한 덩어리를 이루며, 상층부의 매스가 전면으로 튀어나온
형태이다. 전 층을 관통하는 비정형의 아트리움은 지붕 위로 솟아 올라오고
후면에서 일부 노출되어있다. 매스는 비활용 설계안과 마찬가지로 대지의
조건에 순응하며 형성되었다. 건축가는 매스 설계 완료 후, 분석형 설계 도
구를 활용하여 평가와 수정과정을 거쳐 입면 디자인을 완성하였는데, 이 과
정에서 전면과 후면의 커튼월에 루버를 계획하고 북쪽으로는 열린 커튼월
을, 남쪽으로는 막힌 입면을 계획하였다. 또한, 남쪽으로 기울어진 아트리움
의 지붕 면은 막고, 북동쪽과 남동쪽의 면은 창으로 형성하여 내부 깊숙이
빛을 받아들이도록 입면 디자인을 수정하였다. 남향의 강한 햇빛을 막고,
동, 서향의 빛을 조절하여 받아들이려는 환경 성능적 관점이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공간의 구조는 아트리움, 동선, 프로그램을 함께 고려하여 구성
하였다. 설계 기록지에 기록된 스케치 형식의 평면 다이어그램에 나타나듯
건축가는 생성형 설계 도구에 의해 만들어진 아트리움의 형태를 최대한 존
중하면서 동선, 외부공간, 프로그램과 같은 다른 건축적 요소들을 함께 고
려하며 평면과 단면을 계획하였다. 결과적으로, 생성형+분석형 설계안의 매
스의 형태는 환경 성능적 관점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입면 디자인과 공
간의 구조는 환경 성능적 관점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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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환경성능이 디자인을 이끄는 원리인가?

비활용 설계안의 디자인 과정을 살펴보면, 사이트 분석 및 법규 검토 단
계 이후 건축가는 대지의 조건에 순응하는 정형의 매스를 계획하였고 건축
가의 창의성을 발현하여 역동적인 형태의 아트리움을 생성하였다. 입면 디
자인의 경우 전면은 역동적인 아트리움의 조형미를 드러내기 위해 커튼월
로 나머지 입면의 경우 기능을 위한 작은 창으로 계획하였다. 비활용 설계
안의 경우, 건축가의 창의적 발상으로 생성된 아트리움의 조형성과 빛의 현
상학적 효과가 디자인을 이끄는 주요 원리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생성형+분석형 설계안의 디자인 과정을 살펴보면, 사이트 분석 및 법규
검토 단계 이후 비활용 설계안과 마찬가지로 건축가는 대지의 조건에 순응
하는 정형의 매스를 구축하였다. 이후, 생성형 설계 도구에 의해 만들어진
아트리움을 중심으로 내부 공간을 계획하였고, 이는 아트리움을 통한 자연
광 유입을 목표로 하는 환경 성능적 관점에서 계획된 디자인이다. 건축가는
분석형 설계 도구를 입면 디자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어슷하게 쌓은 매
스의 조형미를 거스르지 않는 선에서 동, 서향의 강한 햇빛을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입면을 형성하였다. 생성형+분석형 설계안의 경우 대지의 조건,
건축가의 창의성, 그리고 일조 성능에 기반한 아트리움의 형태가 디자인을
이끄는 주요 원리로 작용하였다.
표 26 1번 건축가의 비활용 설계안과 생성형+분석형 설계안의 내용 분석
비활용

생성형+분석형

단면적으로 돌면서 변화하는
아트리움의 형태(X)

어슷쌓은 매스를 관통하는 비정형의
아트리움(O)

요소별 환경성능

매스(X), 입면(X), 공간구성(X)

매스(X), 입면(O), 공간구성(O)

디자인의 원동력

아트리움의 조형미(X)

조형미와 자연광의 조절(O)

건축적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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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계 프로세스에 따른 내용적 변화 분석-아트리움 형태의 생성
및 변형 과정 분석
1번 건축가가 제출한 4개의 설계안을 분석하여 아트리움 형태의 생성과
정을 설계 프로세스별로 살펴보았다. 생성형 설계 도구를 활용하는 생성형
설계 프로세스와 생성형+분석형 설계 프로세스에서는 일조 성능을 기반으
로 생성된 아트리움을 1번 건축가는 최대한 존중하여 그 형태를 유지하거
나 부분적으로만 수정하여 설계안을 완성하였다. 한편, 생성형 설계 도구를
활용하지 않은 비활용 설계 프로세스와 분석형 설계 프로세스의 경우 일조
성능보다는 아트리움의 조형성과 빛의 현상학적 효과가 아트리움 형태의
생성 논리로 작용하였으며, 환경 성능적 이유에 의한 형태의 변형은 없었음
을 알 수 있었다.
1번 건축가의 생성형 설계 도구 활용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생성형 설계
안과 생성형+분석형 설계안 아트리움의 형태 변형 과정을 살펴보았다. 생성
형 설계 도구가 생성한 결과물에서 건축가의 수정과정을 거친 최종안까지
의 형태적 변화를 평면, 단면, 축의 변화로 구분하여 형태 변형의 정도를 측
정하였다. 그 결과, 생성형 설계안의 경우 평면과 단면의 형태는 부분적으
로 수정되었고, 축은 유지되었다. 생성형+분석형 설계안의 경우, 평면의 형
태와 축은 유지되었고, 단면의 형태는 부분적으로 수정되었다. [표 27]
표 27 1번 건축가 아트리움 형태의 생성 및 변형 과정 분석
(생성형 설계 프로세스와 생성형+분석형 설계 프로세스)
평면 형태변화

프로세스

유
지

생성형

생성형+분석형

크
기
조
정

부
분
수
정

대
폭
수
정

단면 형태 변화
미
반
영

유
지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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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
기
조
정

부
분
수
정

대
폭
수
정

축 변화
미
반
영

유
지

O

O

O

O

조
정

미
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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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계 프로세스에 따른 일조 성능의 분석
가) 사이트 A: 생성형 설계 프로세스와 분석형 설계 프로세스
1번 건축가의 생성형 설계안에 대해 DA 분석을 진행한 결과 sDA가
75.8%로 내부에 자연광이 잘 드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ASE 지수가
26.2%로 기준인 10%보다 높으므로 LEED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다. 루버의
설치 또는 입면의 변화를 통해 빛이 과하게 드는 부분을 조절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77]
분석형 설계안의 경우 DA 분석 결과, 아트리움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서 아트리움의 주변 복도에만 빛이 집중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분석형의
경우 sDA와 ASE 모두 LEED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내부로 자연광을
더 많이 끌어들여야 하며, 빛을 분산시키고 강한 빛을 조절하기 위한 노력
이 필요하다.
표 28 1번 건축가의 생성형 설계안과 분석형 설계안의 일조 성능평가
1번 건축가

사이트 A 설계안

일조 성능지수

생성형

분석형

sDA 300, 50

75.8

43.8

ASE 1000, 250

26.2

22.5

Pass/Fail

F

F

표 29 1번 건축가의 비활용 설계안과 생성형+분석형 설계안의 일조 성능평가
1번 건축가

사이트 B 설계안

일조 성능지수

비활용

생성형+분석형

sDA 300, 50

71.4

67.3

ASE 1000, 250

46.7

9.7

Pass/Fail

F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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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이트 B: 비활용 설계 프로세스와 생성형+분석형 설계 프로세
스
1번 건축가의 비활용 설계안에 대해 DA 분석을 진행한 결과 sDA 지수가
71.4%로 자연광이 잘 드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ASE 지수가 46.7%로
기준보다 매우 높으므로 LEED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다. 전면과 후면의 커
튼월이 동, 서향의 강한 빛을 그대로 내부로 들이므로 이에 대한 조치가 필
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78] 생성형+분석형 설계안의 경우 sDA와 ASE
모두 LEED 기준을 만족시킨다. 아트리움의 고측창과 전면의 커튼월은 내
부로 충분한 자연광을 유입하며, 커튼월에 설치된 루버는 동, 서향의 강한
빛을 조절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생성형+분석형 프로세스를 활용한 설계안
만 LEED v4의 일조 성능 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환경 성능기반 설계 도구의 활용에 관한 건축가의 생각 변화
n 환경 성능기반 설계 프로세스에 관한 호감도 및 인식에 관한 사전 조사

사례 연구에 참여하는 건축가의 환경 성능기반 설계 프로세스에 관한 호
감도 및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사전 질문을 시행하였다. 1. 환경 성능에 대
한 인식, 2. 환경 성능적 지식의 범위, 3. 환경 성능기반의 생성형 설계 도구
의 활용과 창의성 발현 간의 관계에 대하여 긍정 혹은 부정을 5점 척도를
사용하여 대답하도록 질문하였다.
1번 건축가의 환경성능에 대한 인식은 대부분 긍정적이었으며, 설계과정
에서 친환경성을 중간 정도의 중요도를 두고 설계하는 것으로 대답하였다.
또한, 환경성능이 디자인을 이끌어가는 주요 원동력일 수 있는지에 “중간이
다”라고 대답하였으며, 건축 디자인의 개념에 환경 성능적 관점을 담는 것
이 필요하냐는 질문에도 “중간이다”라고 대답하였다.
환경 성능적 지식의 범위에 대한 질문에서는 설계과정에서 환경성능에
대한 별도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대답했으며, 본인의 환경성능에 대한 이해
도가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평소 설계과정에서 환경성능에 대한 지식
적 도움을 필요하다고 대답했고, 환경 성능기반의 설계 도구가 건축가의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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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성능적 지식의 확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대답했다.
환경 성능기반의 생성형 설계 도구의 활용과 건축가의 창의성 발현 간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서 생성형 설계 도구의 활용이 건축가의 창의성 발현에
방해가 되지는 않지만, 창의성 발현에 도움이 되는지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해당 대지에 관한 다양한 환경 성능적 정보는 건축가의 창
의성 발현에 도움이 된다고 대답했다.
n 사례 연구 참여 후 건축가의 생각 변화

건축가가 환경 성능기반의 다양한 설계 프로세스를 경험한 후 환경성능
의 중요도에 관한 생각, 환경성능에 관한 관심, 그리고 생성형 설계 도구와
창의성 발현 간의 관계에 관한 생각에 변화가 있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1번 건축가의 환경성능의 중요도에 관한 생각은 사례 연구 참여 전에 비
해 한 단계 더 긍정적으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성능에 관한 관심은
증가했으며, 하지만 이로 인한 실질적인 행동의 변화는 없었다고 답했다.
생성형 설계 도구의 활용과 창의성 발현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사례 연구
참여 전과 후에 변화가 없었다.
n 가장 효과적인 설계 프로세스에 관한 건축가의 인터뷰 분석

여 건축가에게 본인의 환경 성능적 지식의 확장에 어떤 설계 도구가 유
용했는지와 4개의 설계 프로세스 중 가장 효과적인 설계 프로세스는 어떤
것인지 질문하였다.
1번 건축가의 경우, 생성과 분석을 결합한 설계 프로세스가 본인의 환경
성능적 지식의 확장에 가장 유용했으며 가장 효과적인 설계 프로세스라고
대답했다. 1번 건축가는 생성형 설계 도구를 활용하면서 본인이 생각하지
못한 형태를 고려할 수 있었고, 이후 분석형 설계 도구를 활용하는 과정에
서 지속적인 성능평가가 이루어지는 점이 효과적이었다고 답했다.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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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2번 건축가

(1) 설계 프로세스에 따른 내용적 변화 분석-다이어그램 분석
가) 사이트 A: 생성형 설계 프로세스와 분석형 설계 프로세스
2번 건축가의 생성형 설계안은 동쪽과 서쪽을 둥글린 매스와 중앙에 배치
된 두 개의 아트리움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건축가는 설계 기록지에 두 개
의 아트리움을 8자 형태로 감싸는 내부 공간을 건축적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분석형 설계안의 경우 대지의 형상을 반영하는 형태에서 동쪽과 서쪽
의 코너를 깎아낸 매스를 특징으로 한다. 건축가는 동쪽의 잘린 면을 커튼
월로 계획하여 만들어 빛을 받아들이고 서쪽의 1층 코너를 파내어 외부공
간을 형성하였다. [표 63]
n 건축적 개념이 환경 성능적 관점을 포함하는가?

생성형 설계안의 건축적 개념은 두 개의 아트리움을 8자 형태로 감싸는
내부 공간으로, 건축가는 생성형 설계 도구에 의해 일조 성능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아트리움의 크기와 위치를 정보로 활용하고 형태는 변형하여 해
당 위치에 비슷한 크기가 되도록 두 개의 작은 아트리움을 배치하였다. 이
는 환경 성능적 목표하에 생성된 형태를 건축가가 재해석한 것으로, 해당
설계안의 건축적 개념은 환경 성능적 관점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분석형의 경우 빛이 잘 들지 않는 중심부에 코어를 배치하고 동쪽과 서쪽
의 코너를 깎아내는 형태로 계획하였다. 동쪽의 깎인 면은 커튼월이 되어
내부로 빛을 받아들이고, 서쪽은 깎아낸 공간은 외부공간이 되었다. 코너를
깎아낸 매스라는 건축적 개념은 건축가의 조형적 감성에 의해 형성된 것으
로 판단된다.
n 건축적 디자인을 이루는 주요 요소들이 환경 성능적 관점을 포함하는가?

생성형 설계안의 매스의 형태는 대지의 형태를 반영한 기본 형태에서 시
작하여 동쪽과 서쪽의 코너가 둥글려진 형태이다. 두 개의 아트리움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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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스와 같이 코너를 둥글리며 건축가 개인의 일관성 있는 조형적 감성이 드
러나도록 형성되었다. 건축가는 생성형 설계 도구에 의해 만들어진 아트리
움의 형태를 그대로 취하지는 않았지만, 해당 아트리움의 위치와 크기를 참
고하여 건축가 자신의 고유한 형태적 언어로 재생성하였다. 곡면 부분은 입
면에서 커튼월로 계획하여 조형성을 강조하도록 디자인되었다. 공간의 구
조는 두 아트리움을 8자 형태로 감싸는 방식으로 아트리움의 형태가 지배
하고 있다. 매스의 형태는 환경 성능적 관점과 조형적 관점을 함께 포함하
고 있으며, 입면 디자인은 건축가 개인의 조형적 감성에 의해 생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공간의 구조는 환경 성능적 관점이 반영되어 계획되었다.
분석형 설계안의 경우 건축가는 대지의 형태를 반영한 정형의 매스에서
시작하여, 동쪽과 서쪽의 코너를 잘라내어 매스를 형성하였다. 동쪽의 잘린
면은 빛을 받아들이고, 서쪽의 깎인 부분은 외부공간이 되었다. 매스의 형
태는 건축가의 조형적 감성에 의해 생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건축가는 동쪽,
북서쪽, 그리고 남서쪽의 입면을 커튼월로 계획하였고, 나머지 막힌 입면에
는 수직적으로 긴 띠 형태의 창을 계획하였다. 이후, 분석형 설계 도구를 활
용하여 커튼월에는 수평 루버를, 띠 형태의 창에는 수직 루버를 추가로 계
획하였다. 내부 공간의 구조는 매스의 형태에 의해 결정되었다. 분석형 설
계안의 경우 매스의 형태와 공간 구조는 환경 성능적 관점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입면 디자인에만 환경 성능적 관점이 포함된 것을 알 수
있다.
n 환경성능이 디자인을 이끄는 원리인가?

생성형 설계안의 디자인 과정을 살펴보면, 사이트 분석 및 법규 검토 단
계 이후 건축가는 대지의 형상을 반영하는 정형의 매스를 계획하였고 생성
형 설계 도구를 활용하여 일조 성능에 기반한 아트리움을 생성하였다. 이후
생성된 아트리움의 크기와 위치를 정보로 해석하여 두 개의 아트리움으로
나누었다. 이를 통해, 생성형 설계 도구에 의해 생성된 아트리움을 건축가
가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건축가의 조형적 감성을 더해져 환경 성능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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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을 이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분석형 설계안의 디자인 과정을 살펴보면, 사이트 분석 및 법규 검토 단
계 이후 건축가는 생성형 설계안과 매우 유사한 정형의 매스를 구축하였다.
빛이 잘 들지 않는 중심부에 코어를 위치시키고 동, 서쪽 코너를 잘라내서
매스를 형성하였다. 이는 대지의 조건과 건축가의 조형적 감성에 의해 생성
된 디자인이다. 하지만, 분석형 설계 도구를 활용하면서 입면 디자인에 루
버를 설치하여 강한 자연광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도록 계획하였다. 건축가
의 조형적 관점에 의해 생성된 디자인의 수정과정에서 건축가가 적극적으
로 환경 성능적 관점을 수용하였으며, 이는 환경성능이 디자인을 이끄는 주
요 원리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나) 사이트 B: 비활용 설계 프로세스와 생성형+분석형 설계 프로세
스
2번 건축가의 비활용 설계안은 대지의 조건을 반영한 직육면체의 매스와
둥근 형태의 중정을 특징으로 한다. 건축가는 설계 기록지에 남긴 스케치
형식의 다이어그램을 통해 벽에 가려진 계단식 중정이라는 건축적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표 64]
2번 건축가의 생성형+분석형의 설계안은 대지의 조건을 반영한 정형의
매스를 깎아낸 전면의 삼각형 보이드와 후면의 삼각형 아트리움을 특징으
로 한다. 건축가는 생성형 설계 도구에 의해 만들어진 아트리움의 크기를
축소하여 후면에 계획하였는데, 이로 인해 줄어든 자연광에 대한 보상으로
전면에 보이드를 형성하여 내부 깊숙이 빛이 들어오도록 계획하였다.
n 건축적 개념이 환경 성능적 관점을 포함하는가?

비활용 설계안의 건축적 개념은 벽에 가려진 계단식 중정으로 이는 빛의
유입을 목적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기능적으로 작용하는 빛의 효과보다는
중정의 둥근 형태가 갖는 조형적, 경험적 관점에 더 집중하고 있다. 이는 건
축가의 스케치가 중정의 조형성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스케치에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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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진 “secret garden”, “enclosed” 라고 기록된 텍스트에서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비활용 설계안의 건축적 개념은 조형적 관점과 경험적 효과에 중점
을 두고 있다고 판단된다.
생성형+분석형 설계안의 건축적 개념은 전면의 삼각형 보이드와 후면의
삼각형 아트리움으로 이는 생성형 설계 도구를 활용하여 만들어진 아트리
움의 형태를 건축가 개인의 조형적 감성과 조율하는 과정을 통해 완성되었
다. 따라서, 해당 설계안의 건축적 개념은 환경 성능적 관점을 포함하고 있
다고 판단된다.
n 건축적 디자인을 이루는 주요 요소들이 환경 성능적 관점을 포함하는가?

비활용 설계안의 매스의 형태는 대지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청담동이
라는 지역의 특성과 직사각형 대지의 형상을 반영하여 직사각형의 평면을
그대로 올린 정형의 매스를 구축하였다. 건축가는 정형의 매스안에 마치 조
각하듯 둥근 형태의 계단식 중정을 생성하고 이를 통해 내부에 빛을 받아들
이도록 디자인하였다. 입면 디자인의 경우 중정을 면한 안쪽에 커튼월을 계
획하고 바깥쪽에는 창문을 최소화했다. 이는 환경 성능적 관점을 반영하기
보다는 벽에 가려진 계단식 중정이라는 건축적 개념의 극대화를 위한 것으
로 판단된다. 공간의 구조에서도 중정이 평면적 단면적 공간구조를 지배하
는 논리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중정의 둥근 형태적 특
징을 내부에서 경험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따라
서 비활용 설계안의 매스의 형태, 입면 디자인, 공간의 구조는 환경 성능적
관점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생성형+분석형 설계안의 매스의 형태는 삼각형으로 파낸 전면의 보이드
와 전 층을 관통하는 후면의 삼각형 아트리움을 특징으로 한다. 건축가는
일조 성능에 기반하여 만들어진 아트리움을 원래 크기보다 축소하여 후면
에 위치시키고 대신 줄어든 자연광에 대한 보상으로 전면에 보이드를 형성
하였다. 이후 건축가는 분석형 설계 도구를 활용하여 평가와 수정과정을 거
쳐 입면 디자인을 완성하였는데, 전면과 후면의 커튼월에는 수직 루버를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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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남쪽으로는 막힌 입면을 계획하였다. 또한, 원래는 유리였던 아트
리움의 지붕 면은 막고, 북동쪽과 남동쪽의 고측창을 통해 빛을 받아들이도
록 수정하였다. 공간의 구조는 후면의 아트리움과 전면의 보이드에 의해 결
정되었다. 따라서 생성형+분석형 설계안의 매스의 형태, 입면 디자인, 공간
의 구조는 환경 성능적 관점을 포함하고 있다.
획

n 환경성능이 디자인을 이끄는 원리인가?

비활용 설계안의 디자인 과정을 살펴보면, 사이트 분석 및 법규검토 단계
이후 건축가는 대지의 특성을 반영하는 매스를 계획하였고 건축가의 창의
적 발상으로 조각 같은 중정을 생성하였다. 입면 디자인의 경우 가려진 비
밀의 중정이라는 건축적 개념을 강조하기 위해 전면은 완전히 막고 나머지
표 30 2번 건축가의 생성형 설계안과 분석형 설계안의 내용 분석
생성형

분석형

건축적 개념

두 개의 아트리움을 8자 형태로
감싸는 내부 공간(O)

코너를 깎아낸 매스와 입면의
루버(X)

요소별 환경성능

매스(O), 입면(X), 공간구조(O)

매스(X), 입면(O), 공간구조(X)

디자인의 원동력

아트리움과 공간 구조, 매스와
아트리움의 형태(O)

매스의 형태, 입면, 동선(O)

표 31 2번 건축가의 비활용 설계안과 생성형+분석형 설계안의 내용 분석
비활용

생성형+분석형

가려진 계단식 중정 (X)

전면의 계단식 보이드와 후면의
아트리움 (O)

요소별 환경성능

매스(X), 입면(X), 공간구성(X)

매스(O), 입면(O), 공간구성(O)

디자인의 원동력

중정의 형태 (X)

보이드와 아트리움의 형태, 입면의
루버 (O)

건축적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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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면도 창문을 최소화하였다.
비활용 설계안의 경우, 건축가의 창의성에 의해 생성된 중정의 조형성과
경험적 효과가 전체적인 디자인을 이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생성형+분석형 설계안의 디자인 과정을 살펴보면, 건축가는 생성형 설계
도구에 의해 생성된 아트리움을 재해석하여 매스를 수정하였으며, 수정과
정에서 건축가의 조형적 감성이 반영되어 디자인이 완성되었다. 이후 분석
형 설계 도구를 활용하여 동, 서향의 강한 자연광 조절에 효과적인 입면을
형성하였다. 따라서, 생성형+분석형 설계안의 경우 환경성능이 디자인을 이
끄는 주요 원리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설계 프로세스에 따른 내용적 변화 분석-아트리움 형태의 생성
및 변형 과정 분석
2번 건축가가 제출한 4개의 설계안을 분석하여 아트리움 형태의 생성과
정을 설계 프로세스별로 살펴보았다. 생성형 설계 프로세스와 생성형+분석
형 설계 프로세스에서 2번 건축가는 일조 성능을 기반으로 생성된 아트리
움의 크기와 위치를 정보로 참고하고 아트리움의 형태를 재해석하여 원래
의 형태적 특징을 완전히 변형시켰다. 한편, 생성형 설계 도구를 활용하지
않은 비활용 설계 프로세스의 경우 조형성이 아트리움의 형태 생성 논리로
표 32 2번 건축가 아트리움 형태의 생성 및 변화과정 분석
(생성형 설계 프로세스와 생성형+분석형 설계 프로세스)
평면 형태변화

프로세스

유
지

크
기
조
정

부
분
수
정

생성형

생성형+분석형

대
폭
수
정

단면 형태 변화
미
반
영

유
지

크
기
조
정

부
분
수
정

대
폭
수
정

O

축 변화
미
반
영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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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였으며, 분석형 설계 프로세스의 경우 건축가는 아트리움을 만들지
않았다.
2번 건축가의 생성형 설계 도구 활용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생성형 설계
안과 생성형+분석형 설계안 아트리움의 형태 변형 과정을 살펴보았다. 생성
형 설계 도구가 생성한 결과물에서 건축가의 수정과정을 거친 최종안까지
의 형태적 변화를 평면, 단면, 축의 변화로 구분하여 형태 변형의 정도를 측
정하였다. 그 결과, 생성형 설계안 아트리움의 경우 평면이 대폭 수정되었
고, 단면과 축은 미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생성형+분석형 설계안 아트
리움의 경우 평면은 부분적으로 수정되었고, 단면은 대폭 수정되었으며, 축
은 미반영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32]
작

(3) 설계 프로세스에 따른 일조 성능의 분석
가) 사이트 A: 생성형 설계 프로세스와 분석형 설계 프로세스
2번 건축가의 생성형 설계안에 대해 DA 분석을 진행한 결과 sDA가
57.9%로 내부에 자연광이 잘 드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ASE 지수가
27.9%로 LEED 기준보다 높으므로 실패로 판단한다. 분석 결과를 시각적으
로 나타낸 이미지를 확인한 결과 생성형 설계안의 경우 전체적으로 자연광
이 잘 드는 것이 아니라 커튼월과 아트리움 주변으로만 강한 빛이 드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입면의 변화를 통해 빛이 전체적으로 잘 퍼지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표 79]
분석형 설계안의 경우 sDA 지수가 44.3%로 기준보다 낮고 ASE 지수는
23%로 기준보다 높다. 시각적 이미지를 확인해보면 커튼월과 창문 주변에
만 강한 빛이 집중된 것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sDA와 ASE 모두 LEED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내부로 더 많은 자연광을 유입해야 하며, 빛을
분산시키고 강한 빛을 조절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n 사이트 B: 비활용 설계 프로세스와 생성형+분석형 설계 프로세스

2번 건축가의 비활용 설계안에 대해 DA 분석을 진행한 결과 sD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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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로 자연광이 잘 드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ASE 지수가 20%로
LEED 기준보다 높으므로 실패로 규정한다. 생성형+분석형 설계안의 경우
sDA 지수는 55.1%, ASE 지수는 8.8%로 LEED 기준을 만족시킨다. 시각적
이미지를 살펴보면 남쪽 실내만 좀 어둡고 나머지 부분은 적당한 조도가 형
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80] 2번 건축가가 제출한 4개의 설계안에 대
해 일조 성능평가를 진행한 결과, 생성형+분석형 프로세스를 활용한 설계안
만 LEED v4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환경 성능기반 설계 도구의 활용에 관한 건축가의 생각 변화
n 환경 성능기반 설계 프로세스에 관한 호감도 및 인식에 관한 사전 조사

2번 건축가의 환경성능에 대한 인식은 대부분 긍정적이었으며, 건축 디자
인의 개념에 환경 성능적 관점을 담는 것이 필요하냐는 질문에만 “중간
표 33 2번 건축가의 생성형 설계안과 분석형 설계안의 일조 성능평가
2번 건축가

사이트 A 설계안

일조 성능지수

생성형

분석형

sDA 300, 50

57.9

44.3

ASE 1000, 250

27.9

23.0

Pass/Fail

F

F

표 34 2번 건축가의 비활용 설계안과 생성형+분석형 설계안의 일조 성능평가
2번 건축가

사이트 B 설계안

일조 성능지수

비활용

생성형+분석형

sDA 300, 50

60.2

55.1

ASE 1000, 250

20.0

8.8

Pass/Fail

F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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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라고 대답하였다. 환경 성능적 지식의 범위에 대한 질문에서는 설계과
정에서 환경성능에 대한 별도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대답했으며, 본인의 환
경성능에 대한 이해도가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평소 설계과정에서 환경성능에 대한 지식적 도움을 필요하다고 대답했고,
환경 성능기반의 설계 도구가 건축가의 환경 성능적 지식의 확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대답했다. 환경 성능기반의 생성형 설계 도구의 활용과 건축
가의 창의성 발현 간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서 생성형 설계 도구의 활용이
건축가의 창의성 발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해당 대지에
관한 다양한 환경 성능적 정보가 건축가의 창의성 발현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중간이다”라고 대답했다.
n 사례 연구 참여 후 건축가의 생각 변화

건축가가 환경 성능기반의 다양한 설계 프로세스를 경험한 후 환경 성능
의 중요도에 관한 생각, 환경성능에 관한 관심, 그리고 생성형 설계 도구와
창의성 발현 간의 관계에 관한 생각에 변화가 있었는지 알아보았다.
2번 건축가의 환경성능의 중요도에 관한 생각은 사례 연구 참여 전과 후
에 변화 없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성능에 관한 관심은
증가했으며, 환경 성능기반의 설계 도구에 관심은 있었으며 실제 활용해 보
는 것이 처음이었고, 좋은 경험이 되었다고 답했다. 또한, 생성형 설계 도구
의 활용이 건축가의 창의성 발현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했다.
n 가장 효과적인 설계 프로세스에 관한 건축가의 인터뷰 분석

여 건축가에게 본인의 환경 성능적 지식의 확장에 어떤 설계 도구가 유
용했는지와 4개의 설계 프로세스 중 가장 효과적인 설계 프로세스는 어떤
것인지 질문하였다. 2번 건축가의 경우, 분석형 설계 프로세스가 본인의 환
경 성능적 지식의 확장에 가장 유용했으며 가장 효과적인 설계 프로세스라
고 대답했다. 2번 건축가는 분석형 설계 도구를 활용하는 방법이 성능평가
의 기준에 도달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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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3번 건축가

(1) 설계 프로세스에 따른 내용적 변화 분석-다이어그램 분석
가) 사이트 A: 생성형 설계 프로세스와 분석형 설계 프로세스
3번 건축가는 생성형 설계안에서 대지의 형상을 그대로 따르는 매스를 형
성하고 생성형 설계 도구에 의해 생성된 아트리움의 형태를 거의 반영하지
않고 대신 가운데 마름모 형태의 중정을 계획하였다. 설계 기록지에 기록된
스케치 형식의 다이어그램 1, 2는 중정을 통해 내부로 빛을 들이는 건축적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표 65]
분석형 설계안을 살펴보면 건축가는 마찬가지로 대지의 형상을 그대로
따르는 매스를 만들고, 매스의 형태를 그대로 축소한 중정을 중앙에 배치하
였다. 중정을 향한 입면을 커튼월로 계획하여 빛을 받아들이고 외부로 향한
입면은 반투명한 재질로 설정하여 은은하게 빛을 들이는 외피와 중정을 통
해 빛을 들이는 건축적 개념을 구축하였다. 분석형 설계 도구를 활용하여
ASE 조절을 위해 루버를 설치하였는데 루버의 윗변과 아랫변의 길이를 다
르게 하여 향에 따라 다른 유형의 루버를 적용하였다.
n 건축적 개념이 환경 성능적 관점을 포함하는가?

생성형 설계안의 건축적 개념은 빛을 들이는 중정으로 건축가는 생성형
설계 도구에 의해 만들어진 아트리움을 검토 후, 그 형태를 거의 반영하지
않고 대신 중앙에 마름모 형태의 큰 중정을 계획하였다. 생성형 설계 도구
의 결과물을 활용하지는 않았지만, 건축가는 중정을 통해 빛을 들이는 명확
한 환경 성능적 목표하에 설계를 진행하였으므로 이 설계안의 건축적 개념
은 환경 성능적 관점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분석형 설계안의 경우 동쪽 코너와 서쪽 코너에 코어를 배치하고 가운데
중정을 배치하였다. 매스의 형상을 그대로 축소한 중정은 커튼월로 계획되
어 내부로 빛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커튼월은 향에 따라 다른 형태의 루버
를 갖는다. 중정을 통해서만 내부로 빛을 들이고 루버를 통해 그 빛을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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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건축적 개념은 환경 성능적 관점과 건축가의 조형적 감성을 함께 포함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n 건축적 디자인을 이루는 주요 요소들이 환경 성능적 관점을 포함하는가?

생성형 설계안의 매스의 형태는 대지의 형태를 그대로 따르며, 마름모 형
태의 중정이 매스의 중앙에 위치한다. 건축가는 간결한 매스에 대비되는 마
름모 형태의 역동적인 중정의 형태를 구축하였다. 입면 디자인은 전면은 커
튼월로, 나머지 입면은 막혀있도록 계획하였다. 내부의 공간구조는 중정의
형태에 따라 계획되었다. 생성형 설계안의 매스는 대지의 조건에 의해 생성
되었으며, 입면 디자인은 주변 상황과 건축가 개인의 조형적 감성에 의해
계획되었다. 공간의 구조는 중정의 형태가 구축 논리로 작용하며, 이는 환
경 성능적 관점이 반영되었다고 판단된다.
분석형 설계안의 매스의 형태 역시 대지의 형태를 그대로 따르며, 중정의
형태 역시 대지의 형태를 따른다. 건축가는 외부를 향한 외피를 반투명한
재질로 설정하고 중정을 향한 입면을 커튼월로 계획하였다. 분석형 설계 도
구를 활용하여 커튼월에 루버를 설치하여 빛을 조절하며 받아들이도록 하
였다. 내부 공간의 구조는 매스와 중정의 형태에 의해 결정되었다. 매스와
중정의 형태는 대지의 형상을 따라 생성되었으므로, 이는 환경 성능적 관점
을 포함하지 않으며, 중정의 형태에 의해 계획된 공간구조 역시 환경 성능
적 관점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분석형 설계 도구를 활용하여 계획한 입면
디자인은 환경 성능적 관점을 포함하고 있다.
n 환경성능이 디자인을 이끄는 원리인가?

생성형 설계안의 디자인 과정을 살펴보면, 사이트 분석 및 법규 검토 단
계 이후 건축가는 대지의 형상을 따르는 매스를 계획하였고 생성형 설계 도
구가 도출한 아트리움의 형태가 아닌 마름모 형태의 중정을 계획하였다. 하
지만, 건축가의 스케치가 중정을 통해 내부에 빛을 들이는 점에 집중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자연광의 유입, 대지의 조건, 건축가의 조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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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디자인을 이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분석형 설계안의 디자인 과정을 살펴보면, 사이트 분석 및 법규 검토 단
계 이후 건축가는 생성형 설계안과 매우 유사한 매스를 구축하였다. 하지만
분석형 설계안의 중정은 매스의 형태를 그대로 따르며, 이는 대지의 조건과
건축가의 조형적 감성에 의해 생성된 디자인이다. 이후, 분석형 설계 도구
를 활용하면서 커튼월에 강한 자연광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루버를 계획
하였다. 이는 대지의 조건과 건축가의 조형적 감성에 의해 생성된 디자인의
수정과정에서 건축가가 적극적으로 환경 성능적 관점을 수용한 것으로 환
경성능이 디자인을 이끄는 주요 원리 중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감

나) 사이트 B: 비활용 설계 프로세스와 생성형+분석형 설계 프로세
스
3번 건축가의 비활용 설계안은 대지의 조건을 반영한 직육면체의 정형 매
스와 사다리꼴 형태의 중정을 특징으로 한다. 설계 기록지에 기록된 스케치
는 벽돌로 막혀있는 외피와 빛을 받아들이는 마름모 형태의 중정을 설명하
고 있다. [표 66]
생성형+분석형의 설계안을 살펴보면 건축가는 대지의 조건을 반영한 직
사각형의 평면에서 시작해서 생성형 설계 도구에 의해 생성된 비정형의 아
트리움의 크기와 형태를 최대한 반영한 중정을 계획하였다. 외피는 반투명
한 재질로 설정하였으며, 중정은 커튼월로 계획하여 내부에 빛을 들이도록
하였다.
n 건축적 개념이 환경 성능적 관점을 포함하는가?

비활용 설계안의 건축적 개념은 외부로 막힌 입면과 사다리꼴 형태의 중
정으로 이는 빛의 유입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건축가는 중정을 통해 빛을
들이는 명확한 환경 성능적 목표하에 설계를 진행하였으며, 따라서 이 설계
안의 건축적 개념은 환경 성능적 관점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생성형+분석형 설계안은 생성형 설계 도구를 활용하여 생성된 아트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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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형태를 반영하여 계획되었다. 건축가는 생성된 아트리움의 위치와 형태
를 최대한 존중하여 이를 중정으로 만들었고, 중정의 입면을 커튼월로 설정
하여 중정을 통해 자연광을 유입하도록 계획하였다. 따라서, 건축가는 일조
성능에 기반하여 만들어진 아트리움의 형태를 반영하여 생성형+분석형 설
계안의 건축적 개념을 구축하였다.
n 건축적 디자인을 이루는 주요 요소들이 환경 성능적 관점을 포함하는가?

비활용 설계안의 매스의 형태는 대지의 형태를 따르고 있다. 지역의 특성
과 대지의 형상을 반영하여 직사각형의 정형 매스를 구축하고 외부로 닫힌
입면을 형성하였다. 건축가는 정형의 매스 안에 역동적인 형태의 사다리꼴
중정을 생성하고 이를 통해 내부에 빛을 받아들이도록 디자인하였다. 입면
디자인의 경우 중정을 커튼월로 계획하고 외부로 향한 외피는 벽돌로 마감
하여 외부로는 닫힌 입면을 형성하였다. 내부 공간구조는 중정의 형태가 지
배하고 있다. 매스의 형태는 조형적인 이유로, 그리고 입면 디자인은 외부
로 막힌 입면과 중정이라는 건축적 개념의 극대화를 위해 계획되었으며, 공
간구조 또한 중정의 형태에 의해 결정되었다. 따라서 비활용 설계안의 매스
의 형태, 입면 디자인, 공간의 구조는 환경 성능적 관점을 포함하고 있지 않
다.
생성형+분석형 설계안의 매스의 형태는 정형의 매스와 일조 성능을 기반
으로 만들어진 아트리움의 형태를 그대로 따르는 중정을 특징으로 한다. 건
축가는 분석형 설계 도구를 활용하여 평가와 수정과정을 거쳐 입면 디자인
을 완성하였는데, 중정을 감싸는 커튼월과 반투명의 외피는 자연광의 유입
과 조절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간의 구조는 중정의 형태가
지배하고 있다. 설계 기록지에 기록된 스케치에 나타나듯 건축가는 생성형
설계 도구에 의해 만들어진 아트리움의 형태와 위치를 최대한 반영하였으
며, 입면 디자인과 공간구조에서도 자연광의 유입과 조절 성능이 가장 많이
고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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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환경성능이 디자인을 이끄는 원리인가?

비활용 설계안의 디자인 과정을 살펴보면, 사이트 분석 및 법규 검토 단
계 이후 건축가는 대지의 특성을 반영하는 매스를 계획하였고 창의성을 바
탕으로 사다리꼴 형태의 중정을 생성하였다. 외부로 막힌 입면과 중정을 향
해 열린 내부 공간의 건축적 개념을 강조하기 위해 중정의 커튼월을 제외한
나머지 외피는 전부 막힌 입면으로 계획하였다. 비활용 설계안의 경우, 중
정을 통해 자연광을 끌어들이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환경성능이 디
자인을 이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생성형+분석형 설계안의 디자인 과정을 살펴보면, 사이트 분석 및 법규
검토 단계 이후 건축가는 비활용 설계안과 마찬가지로 대지의 조건에 순응
하는 정형의 매스를 구축하였다. 이후, 생성형 설계 도구에 의해 생성된 일
표 35 3번 건축가의 생성형 설계안과 분석형 설계안의 내용 분석
생성형

건축적 개념

분석형

중정을 통해 자연광 유입(O)

중정을 통해 자연광 유입(O)

요소별 환경성능

매스(X), 입면(X), 공간구조(O)

매스(X), 입면(O), 공간구조(O)

디자인의 원동력

중정의 형태, 대지의 형상(O)

중정의 형태, 대지의 형상, 루버(O)

표 36 3번 건축가의 비활용 설계안과 생성형+분석형 설계안의 내용 분석
비활용

건축적 개념

생성형+분석형

외부로 막힌 입면과 중정(O)

중정을 통해 자연광 유입 (O)

요소별 환경성능

매스(X), 입면(X), 공간구조(X)

매스(X), 입면(O), 공간구조(O)

디자인의 원동력

중정의 형태, 대지의 형상(O)

중정의 형태, 대지의 형상 (O)

112

4장. 일조 성능기반 설계 도구 활용사례의 분석

조 성능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아트리움을 중정으로 계획하였는데, 도출된
아트리움의 위치와 형태를 그대로 활용하여 자연광 유입에 초점을 맞추고
설계를 진행하였다. 이후 분석형 설계 도구를 활용하여 평가와 수정과정을
거쳤고, 이 과정에서 반투명 외피와 중정의 커튼월이 자연광의 유입과 조절
에 효과적인 점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생성형+분석형 설계안의 경우 자
연광의 유입과 조절 성능이 디자인을 이끄는 원동력임을 알 수 있다.
(2) 설계 프로세스에 따른 내용적 변화 분석-아트리움 형태의 생성
및 변형 과정 분석
3번 건축가가 제출한 4개의 설계안을 분석하여 아트리움 형태의 생성과
정을 설계 프로세스별로 살펴보았다. 건축가는 생성형 설계 프로세스에서
는 일조 성능을 기반으로 생성된 아트리움의 크기와 위치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으나 생성형+분석형 설계 프로세스에서는 일조 성능을 기반으로 생성
된 아트리움의 형태를 그대로 활용하였다. 비활용 설계 프로세스의 경우 조
형성이 아트리움의 형태 생성 논리로 작용하였으며, 분석형 설계 프로세스
의 경우 건축가는 대지의 형태를 그대로 따르는 매스와 중정을 계획하였다.
3번 건축가의 생성형 설계 도구 활용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생성형 설계
안과 생성형+분석형 설계안 아트리움의 형태 변형 과정을 살펴보았다.
표 37 3번 건축가 아트리움 형태의 생성 및 변화과정 분석
(생성형 설계 프로세스와 생성형+분석형 설계 프로세스)
프로세스

변화의 정도

평면 형태변화
유
지

생성형

생성형+분석형

크
기
조
정

부
분
수
정

대
폭
수
정

단면형태 변화
미
반
영

유
지

O

O

크
기
조
정

부
분
수
정

대
폭
수
정

축 변화
미
반
영

유
지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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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설계 도구가 생성한 결과물에서 건축가의 수정과정을 거친 최종
안까지의 형태적 변화를 평면, 단면, 축의 변화로 구분하여 형태 변형의 정
도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생성형 설계안 아트리움의 경우 평면, 단면, 축
모두 전혀 반영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반대로 생성형+분석형 설계안
아트리움의 경우는 평면, 단면, 축이 모두 그대로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었
다. [표 37]
(3) 설계 프로세스에 따른 일조 성능의 분석
가) 사이트 A: 생성형 설계 프로세스와 분석형 설계 프로세스
3번 건축가의 사이트 A의 설계안에 대해 DA 분석을 진행한 결과 생성형
설계안의 경우 sDA가 55.7%로 자연광이 비교적 잘 드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ASE 지수가 29.5%로 LEED의 기준보다 높으므로 실패로 판단한다.
표 38 3번 건축가의 생성형 설계안과 분석형 설계안의 일조 성능평가
3번 건축가

사이트 A 설계안

일조 성능지수

생성형

분석형

sDA 300, 50

55.7

74.6

ASE 1000, 250

29.5

30.4

Pass/Fail

F

F

표 39 3번 건축가의 비활용 설계안과 생성형+분석형 설계안의 일조 성능평가
3번 건축가

사이트 B 설계안

일조 성능지수

비활용

생성형+분석형

sDA 300, 50

28.7

82.3

ASE 1000, 250

8.4

3.6

Pass/Fail

F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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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설계안의 경우 전면에는 커튼월을 나머지 입면은 전부 막힌 입면
으로 설계하였다. 시각적 이미지를 살펴보면 중정 주변과 전면의 전층 커튼
월 주변으로 매우 강한 빛이 들어오는 것을 알 수 있다. 입면에 빛을 분산
하고 조절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표 81]
분석형 설계안의 경우 sDA 지수는 74.6%로 자연광이 매우 잘 들지만,
ASE 지수가 30.4%로 기준보다 높아서 LEED의 일조 성능 기준에 부합하
지 못한다. 시각적 이미지를 보면 중정 주변으로 강한 빛이 집중된 것을 알
수 있다. 분석형 설계 도구를 활용하여 커튼월에 루버를 설치하였지만, 결
과적으로 LEED v4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데는 실패했다. 중정의 크기가 너
무 크다고 판단되며, 커튼월에 설치된 루버도 강한 빛을 조절하는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n 사이트 B: 비활용 설계 프로세스와 생성형+분석형 설계 프로세스

3번 건축가의 비활용 설계안에 대해 DA 분석을 진행한 결과, sDA가
28.7%로 LEED v4의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ASE 지수는 8.4%
로 빛이 과하게 들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시각적 이미지에서도 전체적
으로 자연광이 잘 들지 않고 중정 주변에만 빛이 드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연광 유입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표 82]
생성형+분석형 설계안의 경우 sDA 지수는 82.3%, ASE 지수는 3.6%로
LEED v4의 기준을 만족시킨다. 시각적 이미지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적
당한 조도가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설계안의 경우 생성형 설계
도구를 활용하여 생성한 아트리움의 형태가 반영된 중정과 반투명 패널로
마감된 입면이 자연광의 유입과 조절에 매우 적절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
단된다.
(4) 환경 성능기반 설계 도구의 활용에 관한 건축가의 생각 변화
n 환경 성능기반 설계 프로세스에 관한 호감도 및 인식에 관한 사전 조사

3번 건축가의 환경성능에 대한 인식은 대부분 긍정적이었으며, 건축 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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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개념에 환경 성능적 관점을 담는 것이 필요하냐는 질문에만 “중간이
다”라고 대답하였다.
환경 성능적 지식의 범위에 대한 질문에서는 설계과정에서 환경성능에
대한 별도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대답했으며, 본인의 환경성능에 대한 이해
도가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그런데도 평소 설계과정에서 환경성능에 대한
지식적 도움을 필요하다고 대답했고, 환경 성능기반의 설계 도구가 건축가
의 환경 성능적 지식의 확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대답했다.
환경 성능기반의 생성형 설계 도구의 활용이 건축가의 창의성 발현에 도
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중간이다”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해당 대지에 관한
다양한 환경 성능적 정보가 건축가의 창의성 발현에 도움이 되는지는 긍정
적으로 대답했다.
n 사례 연구 참여 후 건축가의 생각 변화

3번 건축가의 환경성능의 중요도에 관한 생각은 사례 연구 참여 전과 후
에 변화 없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환경성능에 관한 관심은
증가했다고 답했다. 한편, 생성형 설계 도구에 관한 개인적 소견을 밝혔는
데, 3번 건축가는 생성형 설계 도구는 프로젝트의 필요에 맞게 그때그때 만
들어져야 한다고 대답했다.
n 가장 효과적인 설계 프로세스에 관한 건축가의 인터뷰 분석

3번 건축가의 경우, 분석형 설계 프로세스가 본인의 환경 성능적 지식의
확장에 가장 유용했으며 가장 효과적인 설계 프로세스라고 대답했다. 분석
형 설계 도구를 활용하면 실시간에 가깝게 빠른 평가가 가능하고 다양한 수
정을 시도할 수 있어서 효과적이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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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4번 건축가

(1) 설계 프로세스에 따른 내용적 변화 분석-다이어그램 분석
가) 사이트 A: 비활용 설계 프로세스와 생성형+분석형 설계 프로세스
4번 건축가의 비활용 설계안은 디귿자의 직사각형 매스의 중앙에 대형 아
트리움을 배치하였으며 아트리움을 가로지르는 브릿지들을 특징으로 한다.
4번 건축가는 해당 설계안에서 ‘대형 아트리움을 가로지르는 브릿지‘라는
건축적 개념을 구축하였다. 설계 기록지에 기록된 스케치 형식의 다이어그
램은 디귿자로 배치한 내부 공간과 중앙에 배치한 아트리움, 그리고 아트리
움을 가로지르는 브릿지의 평면적 계획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표 67]
4번 건축가의 생성형+분석형 설계안을 살펴보면 건축가는 대지의 조건을
반영한 직사각형의 평면에서 시작해서 부분적으로 뒤로 들이거나 앞으로
내어진 매스를 다듬은 후 생성형 설계 도구에 의해 생성된 아트리움을 해당
위치에 배치하였다. 4번 건축가는 이후 아트리움의 형태와 크기를 수정하였
는데, 형태는 정형으로 수정하고 크기도 약간 축소하였다. 층별로 위치가
변화하는 아트리움이 이 설계안의 건축적 개념이다.
n 건축적 개념이 환경 성능적 관점을 포함하는가?

비활용 설계안의 건축적 개념인 ‘아트리움을 가로지르는 브릿지’는 대형
아트리움의 웅장한 스케일과 아트리움을 다양한 레벨에서 가로지르는 브릿
지의 조형적 관점과 사용자의 경험적 관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건축가의
스케치가 매스와 보이드의 대비, 그리고 다양한 레벨에서 엇갈리며 가로지
르는 브릿지를 집중적으로 표현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조형적 가치를 우선
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비활용 설계안의 건축적 개념은 환경 성능
적 관점보다는 조형적, 경험적 관점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판단된다.
생성형+분석형의 건축적 개념인 ‘층별로 위치가 변화하는 아트리움’은 생
성형 설계 도구를 활용하여 생성된 아트리움의 형태를 프로그램과 동선의
계획에 따라 아트리움의 형태를 수정, 조율하는 과정을 통해 완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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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가는 일조 성능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아트리움의 형태를 수정하는 과
정에서 프로그램, 동선과 같은 평면계획의 요소를 고려하여 생성형+분석형
설계안의 건축적 개념을 구축하였다. 따라서 생성형+분석형 설계안의 건축
적 개념은 환경 성능적 관점을 포함한다고 판단된다.
n 건축적 디자인을 이루는 주요 요소들이 환경 성능적 관점을 포함하는가?

비활용 설계안의 전체적인 매스의 형태는 정형의 직사각형 형태이다. 디
귿자로 실을 배치하고 가운데 대형 아트리움을 계획하였다. 전면으로 열린
대형 아트리움은 로비의 역할을 하며, 다양한 레벨에 위치한 브릿지가 아트
리움을 사선으로 가로지른다. 입면 디자인의 경우 대형 아트리움은 커튼월
로 계획되었고 나머지 입면은 일정한 리듬감을 주는 기능적인 창문으로 계
획되어 공간의 위계를 입면을 통해 드러냈다. 또한, 중앙의 아트리움은 평
면적, 단면적 공간구조의 구축 논리로 지배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비활용 설계안의 매스 디자인은 견고한 매스와 투명한 아트
리움의 대비를 통한 조형성을 강조하려는 의도에서 계획되었으며, 입면 디
자인과 공간의 구조 또한 조형성과 사용자의 경험적 효과 극대화를 중심으
로 계획되었다.
생성형+분석형 설계안의 매스의 형태는 정형의 직사각형에서 시작되어
일부는 돌출되고 일부는 들어간 형태로 다듬어졌다. 아트리움을 가운데 둔
디귿자 매스와 유사한 형태이지만, 아트리움의 위치가 층별로 변화하는 특
징을 가지고 있다. 일조 성능에 기반하여 만들어진 아트리움을 참고하여 계
획하였고, 이 과정에서 비정형적인 형태를 정형으로 수정하였고, 다른 계획
적 요소에 의한 요구를 조율하면서 디자인을 구체화하였다. 생성형+분석형
설계안에서 건축가는 분석형 설계 도구를 활용하여 입면 디자인을 완성하
였는데, 전면과 후면의 커튼월에는 수직 루버를 계획하고 남쪽으로는 수평
루버를 계획하였다. 또한, 원래는 천창형이었던 아트리움을 측창형으로 바
꾸어, 고측창을 통해 빛을 받아들이도록 수정하였다. 남쪽의 고측창에는 강
한 빛의 조절을 위한 수평 루버를 설치하였다. 남향의 강한 햇빛은 막고,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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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향의 빛은 조절하여 받아들이면서 과하게 들어오는 자연광을 조절하였
다. 공간의 구조는 프로그램과 동선을 중심으로 계획되었다.
n 환경성능이 디자인을 이끄는 원리인가?

4번 건축가의 비활용 설계안의 디자인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사이트 분
석 및 법규검토 단계 이후 건축가는 디귿자 매스에 둘러싸인 웅장한 아트리
움을 생성하였다. 아트리움을 가로지르는 브릿지는 아트리움의 웅장함과
로비에서의 사용자의 특별한 경험을 강조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4번 건축가
의 비활용 설계안에서는 한 편으로는 프로그램과 동선에 의해 조직된 평면
계획과 다른 한편으로는 견고한 매스와 투명한 보이드의 대비를 강조하는
건축가의 조형적 감성이 함께 디자인을 이끄는 주요 원리로 작용하고 있다.
생성형+분석형 설계안의 디자인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사이트 분석 및
법규검토 단계 이후 건축가는 정형의 매스를 구축하고, 생성형 설계 도구에
의해 생성된 아트리움을 재해석하여 매스를 수정하였다. 이후 아트리움의
형태와 크기를 평면 계획과의 조율 속에 수정하여 위치시켰다. 이후 분석형
설계 도구를 입면 디자인에 활용하여 향에 맞게 강한 빛을 막는 루버를 설
계하여 자연광 조절에 효과적인 입면을 형성하였다. 생성형+분석형 설계안
의 경우, 입면 디자인 과정에 있어서 환경성능이 디자인을 이끄는 주요 원
리로 작용하였다.
표 40 4번 건축가의 비활용 설계안과 생성형+분석형 설계안의 내용 분석
비활용

생성형+분석형

디귿자 매스와 아트리움을 잇는
브릿지(X)

층별로 위치가 변화하는 아트리움(O)

요소별 환경성능

매스(X), 입면(X), 공간구조(X)

매스(x), 입면(O), 공간구조(x)

디자인의 원동력

프로그램, 동선(X)

아트리움의 형태, 프로그램, 동선(O)

건축적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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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이트 B: 생성형 설계 프로세스와 분석형 설계 프로세스
4번 건축가는 생성형 설계안에서 대지의 조건을 분석한 후 정형의 기역자
매스를 배치하였다. 4번 건축가는 설계 도구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초기 매
스를 설정할 때 아트리움을 배치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기역자 형태의 매스
를 설정하여 활용하기에 적절치 않은 얇고 긴 형태의 아트리움을 생성하였
다. 이에 4번 건축가는 생성형 설계 도구의 결과물을 반영하지 않고 설계하
는 방식을 택하였다. 설계 기록지에 기록된 스케치 형식의 다이어그램 1, 2
는 후면에 정원을 배치하는 기역자 형태의 매스를 건축적 개념으로 설명하
고 있다. [표 68]
4번 건축가의 분석형 설계안은 대지의 특성을 반영하는 정형의 매스에 전
면과 후면에 보이드를 형성하는 건축적 개념을 구축하였다. 4번 건축가는
분석형 설계 도구를 입면 디자인에 활용하여 부분적으로 수평 루버를 설치
하였다.
n 건축적 개념이 환경 성능적 관점을 포함하는가?

4번 건축가의 생성형 설계안은 일조 성능기반 아트리움 설계 도구의 결과
물을 반영하고 있지 않으며, 대지의 특성과 프로그램, 동선을 반영한 평면
계획에 의해 건축적 개념을 구축하였다.
분석형 설계안의 경우, 전면과 후면의 보이드가 프로그램의 기능적 측면,
그리고 동선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전면의 보이드는 입구성을 강화하
고, 상층부에 위치한 후면 보이드는 사무실의 휴게공간을 형성한다.
전면과 후면의 매스를 파내어 보이드를 만들고 잘린 단면을 통해 내부로
빛을 들이는 건축적 개념은 환경 성능적 관점에서 생성되었다기보다는 프
로그램과 동선을 고려한 평면의 계획적 측면과 건축가의 조형적 감성에 의
해 생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n 건축적 디자인을 이루는 주요 요소가 환경 성능적 관점을 포함하는가?

생성형 설계안의 매스는 대지의 특성을 반영한 직사각형 평면에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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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후면에 사적인 외부공간을 형성하는 기역자 형태의 매스로 형성되었
다. 외부공간을 감싸는 입면은 커튼월로 계획되었고, 전면과 남향의 입면은
수평이 띠 형태의 창문으로 계획되었다. 내부의 공간구조는 중간에 코어를
배치하여 외부공간을 감싸는 기역자 형태의 매스를 그대로 따르는 구조로
계획되었다.
결과적으로 매스의 형태와 공간의 구조는 대지의 특성과 후면에 사적인
외부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결정되었으며, 입면 디자인은 내부 프로그램에
기능적 측면을 반영하여 계획되었다. 따라서 건축적 디자인을 이루는 주요
요소가 환경 성능적 관점을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
분석형 설계안의 매스는 대지의 특성을 반영한 직사각형 평면에서 시작
하였다. 건축가는 저층부 전면의 매스와 상층부 후면의 매스를 파내어, 보
이드를 통해 빛을 받아들이도록 매스를 설계하였다. 전면의 보이드는 입구
성을 만들고 후면의 보이드는 사적인 외부공간을 형성한다. 매스의 형태는
대지의 특성, 프로그램, 동선, 그리고 건축가 개인의 조형적 감성에 의해 생
성되었다. 건축가는 이후 분석형 설계 도구를 활용하여 자연광 성능을 조절
하기 위해 입면 디자인의 수정과정을 거쳤다. 동쪽, 남쪽, 서쪽의 상층부 창
에 수평 루버를 계획하였다. 내부의 공간구조는 동북쪽 코너에 코어를 배치
하고 기능성을 반영하여 계획되었다. 따라서 분석형 설계안의 경우 입면 디
자인에만 환경 성능적 관점이 포함된 것을 알 수 있다.
표 41 4번 건축가의 생성형 설계안과 분석형 설계안의 내용 분석
생성형

건축적 개념

분석형

기역자의 배치(X)

전면과 후면의 보이드(X)

요소별 환경성능

매스(X), 입면(X), 공간구조(X)

매스(X), 입면(O), 공간구조(X)

디자인의 원동력

프로그램, 동선(X)

외부공간, 프로그램, 동선, 입면(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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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환경성능이 디자인을 이끄는 원리인가?

생성형 설계안의 디자인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사이트 분석 및 법규검토
단계 이후 건축가는 대지의 특성을 반영하는 기역자 형태의 매스를 계획하
였고 생성형 설계 도구를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초기 매스 설정으로 인
해 활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과물을 도출하였다. 이후 건축가는 설계 도구의
결과물을 활용하지 않기로 하고 대지의 특성, 프로그램, 동선을 반영하는
건축가의 임의적인 평면계획에 의해 전체적인 디자인을 이끌어갔다.
분석형 설계안의 디자인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사이트 분석 및 법규검토
단계 이후 건축가는 대지의 조건을 반영하여 정형의 직육면체 매스를 구축
하였다. 전면과 후면에 매스를 깎아내며 보이드를 형성하고 잘린 면을 통해
빛을 들이고 외부공간을 조성하였다. 이는 대지의 조건, 프로그램, 그리고
동선을 반영한 평면 계획과 건축가의 조형적 감성에 의해 생성된 디자인이
다. 이후, 분석형 설계 도구를 활용하면서 상층부의 창문에 루버를 설치하
여 강한 자연광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도록 계획하였다. 하지만 루버를 설계
하면서 향에 따른 차이를 반영하지 않았으며, 저층부의 입면은 수정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4번 건축가의 분석형 설계안의 경우, 대지의 특성, 프로그램, 그리고 동선
을 반영하는 평면 계획과 건축가의 조형적 관점이 전체적인 디자인을 이끌
고 있으며, 디자인의 발전 과정에서 건축가가 환경 성능적 관점을 부분적으
로 수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환경성능이 건축적 개념을 이끄는 주
요 원리로 작용했다고 볼 수 없다.
(2) 설계 프로세스에 따른 내용적 변화 분석-아트리움 형태의 생성
및 변형 과정 분석
4번 건축가가 제출한 4개의 설계안을 분석하여 아트리움 형태의 생성과
정을 설계 프로세스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4번 건축가는 생성형 설계 프로
세스에서는 일조 성능을 기반으로 생성된 아트리움의 형태를 전혀 반영하
지 않았다. 생성형+분석형 설계 프로세스에서는 일조 성능을 기반으로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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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아트리움의 형태를 참고는 하였지만, 그 형태를 대폭 수정하여 활용하였
다. 비활용 설계 프로세스에서는 공간적 경험이 아트리움의 형태 생성 논리
로 작용하였으며, 분석형 설계 프로세스에서는 아트리움을 계획하지 않았
다.
4번 건축가의 생성형 설계 도구의 활용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생성형 설
계안과 생성형+분석형 설계안에서 아트리움을 추출하여 아트리움 형태의
변형 과정을 살펴보았다. 생성형 설계 도구가 생성한 결과물에서 건축가의
수정과정을 거친 최종안까지의 형태적 변화를 평면, 단면, 축의 변화로 구
분하여 형태 변형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4번 건축가의 생성형 설계안의 경우 평면, 단면, 축 모두 생성
형 설계 도구의 결과물이 최종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생성형+분석형 설계안의 경우에는 생성형 설계 도구의 결과물에서 평면과
단면은 대폭 수정되었고, 축은 반영되지 않았다. 4번 건축가의 경우 생성과
분석을 결합한 프로세스에서 생성형 설계 도구가 도출한 결과물에서 조형
적 특징은 반영하지 않았으며, 크기와 위치만을 참고하여 설계에 반영하였
다. 또한, 설계의 발전 과정에서 동선과 기능의 충족을 위해 아트리움의 위
치도 수정된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42]
표 42 4번 건축가 아트리움 형태의 생성 및 변화과정 분석
(생성형 설계 프로세스와 생성형+분석형 설계 프로세스)
프로세스

변화의 정도

평면 형태변화
유
지

크
기
조
정

부
분
수
정

대
폭
수
정

생성형

생성형+분석형

단면 형태 변화
미
반
영

유
지

크
기
조
정

부
분
수
정

대
폭
수
정

O

축 변화
미
반
영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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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반
영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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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계 프로세스에 따른 일조 성능의 분석
가) 사이트 A: 비활용 설계 프로세스와 생성형+분석형 설계 프로세스
4번 건축가의 사이트 A의 설계안에 대해 DA 분석을 진행한 결과 비활용
설계안의 경우 sDA 지수가 57.1%로 LEED v4의 기준을 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ASE 지수가 37.7%로 LEED v4의 기준보다 높으므로 실패로
판단한다. 시각적 이미지를 살펴보면 아트리움을 통해 매우 강한 빛이 들어
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트리움의 천창에 강한 빛을 조절하는 장치가 필요
하다고 판단된다. [표 83]
생성형+분석형 설계안의 경우 전체적으로 sDA 지수는 55.3%, ASE 지수는
5.4％로 LEED v4의 기준을 만족시킨다. 시각적 이미지를 살펴보면 전체적
으로 골고루 빛이 들어오며 적당한 조도가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3 4번 건축가의 비활용 설계안과 생성형+분석형 설계안의 일조 성능평가
4번 건축가

사이트 A 설계안

일조 성능지수

비활용

생성형+분석형

sDA 300, 50

57.1

55.3

ASE 1000, 250

37.7

5.4

Pass/Fail

F

P

표 44 4번 건축가의 생성형 설계안과 분석형 설계안의 일조 성능평가
4번 건축가

사이트 B 설계안

일조 성능지수

생성형

분석형

sDA 300, 50

47.7

73.3

ASE 1000, 250

41.3

40.5

Pass/Fail

F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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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설계안의 경우 아트리움의 고측창과 기능을 고려하여 일정하게 계획
한 작은 창, 그리고 전면 커튼월의 루버가 자연광 조절 성능에 매우 적절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이트 B: 생성형 설계 프로세스와 분석형 설계 프로세스
4번 건축가의 사이트 B의 설계안에 대해 DA 분석을 진행한 결과 생성형
설계안의 경우 sDA 지수가 47.7%이며 ASE 지수는 41.3%로 LEED v4의
기준보다 빛이 잘 들지 않는 가운데 과한 빛은 기준보다 많은 상황이다. 시
각적 이미지를 살펴보면 커튼월 주변은 빛이 매우 강하고 나머지 부분은 매
우 어두운 것을 알 수 있다. 내부로 빛을 더 들이면서도 강한 빛은 조절할
수 있도록 디자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표 84]
분석형 설계안의 경우 sDA 지수는 73.3%이고 ASE 지수는 40.5%이다.
sDA는 만족하지만, ASE가 기준보다 매우 높다. 시각적 이미지를 살펴보면
창문 주변으로 강한 빛이 집중된 것을 알 수 있다. 분석형 설계 도구를 활
용하여 남향과 동향의 창에 루버를 설치하였지만, 결과적으로 LEED v4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데는 실패했다. 설치된 루버가 강한 빛을 조절하는 역할
을 충실히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번 건축가가 제출한 총 4개의 설계안에 대해 DA 분석을 진행한 결과,
사이트 A에서 생성형+분석형 프로세스를 활용했던 설계안만 LEED v4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환경 성능기반 설계 도구의 활용에 관한 건축가의 생각 변화
n 환경 성능기반 설계 프로세스에 관한 호감도 및 인식에 관한 사전 조사

사전 인터뷰에서 4번 건축가의 환경성능에 대한 인식은 전부 긍정적이었
으며, 건축 디자인의 개념에 환경 성능적 관점을 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
각했고, 환경성능이 건축 디자인을 이끌어가는 주요 원동력일 수 있다고 대
답하였다.
환경 성능적 지식의 범위에 관한 질문에서는 설계과정에서 환경성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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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별도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대답했으며, 본인의 환경성능에 대한 이해
도가 매우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평소 설계과정에서 환경성능에 대한 지식
적 도움을 필요하다고 대답했고, 환경 성능기반의 설계 도구가 건축가의 환
경 성능적 지식의 확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대답했다.
환경 성능기반의 생성형 설계 도구의 활용이 건축가의 창의성 발현에 도
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중간이다”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해당 대지에 관한
다양한 환경 성능적 정보가 건축가의 창의성 발현에 도움이 되는지는 긍정
적으로 대답했다.
n 사례 연구 참여 후 건축가의 생각 변화

4번 건축가는 사례 연구 참여 후에 환경성능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고, 환경 성능기반 설계 도구를 활용한 후
환경성능에 관한 관심도 증가했다고 답했다. 또한, 설계과정에서 LEED v4
의 일조 성능 기준과 관련한 리서치를 진행하였으며, 다른 환경 성능기반의
설계 도구에 관한 조사도 했다고 대답했다.
n 가장 효과적인 설계 프로세스에 관한 건축가의 인터뷰 분석

4번 건축가의 경우, 생성과 분석을 결합한 설계 프로세스가 가장 효과적
인 설계 프로세스였다고 대답했다. 아트리움을 포함하는 설계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생성형 설계 도구를 활용하면 설계의 초
기 단계에서 아트리움의 형태, 크기, 그리고 적절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추가로 건폐율, 용적률, 층별 프로그램과
같은 세부적인 조건도 반영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밝혔다.

4.1.5. 5번 건축가

(1) 설계 프로세스에 따른 내용적 변화 분석-다이어그램 분석
가) 사이트 A: 비활용 설계 프로세스와 생성형+분석형 설계 프로세스
5번 건축가의 비활용 설계안은 대지의 동남쪽과 서북쪽으로 연구실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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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실을 분리시키고, 이 둘을 잇는 투명한 매스를 중앙에 배치하였다. 또한,
전면에서 양쪽 매스의 저층부를 대칭적으로 깎아내어 필로티 공간을 형성
하고 중앙부는 커튼월 입면을 형성하였다. 5번 건축가는 비활용 설계안에서
양쪽의 견고한 매스와 이를 잇는 투명한 매스라는 건축적 개념을 강조하였
다. 투명한 매스는 코어와 중정 그리고 복도로 이루어져 있다. 설계 기록지
에 기록된 스케치 형식의 다이어그램은 대지의 양쪽 끝으로 강의실과 연구
실을 분리하여 배치한 매스와 이 둘을 이어주는 중정과 동선을 계획하는 평
면계획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표 69]
생성형+분석형의 설계안을 살펴보면 건축가는 사다리꼴 형태의 매스에
생성형 설계 도구를 활용하여 아트리움을 생성하였다. 이후 건축가는 아트
리움을 해당 위치에 비슷한 크기로 배치하면서, 매스는 오각형으로 수정하
고 아트리움의 형태는 가운데가 볼록한 항아리 형태의 곡면으로 수정하였
다. 매스의 중심에 항아리 형태의 아트리움을 배치하고 이를 둘러싸는 복도
를 만들었다. 강의실과 연구실은 외곽으로 배치하였다. 항아리 형태의 아트
리움과 수직적인 패턴을 이용하여 자연광의 유입을 조절하는 입면이 이 설
계안의 건축적 개념이다.
n 건축적 개념이 환경 성능적 관점을 포함하는가?

비활용 설계안의 건축적 개념인 양쪽의 견고한 매스와 이를 잇는 투명한
매스는 프로그램의 기능과 동선에 중심을 두고 계획된 공간구조와 전면에
서 대칭적으로 구현된 매스의 조형성에 집중하고 있다. 건축가의 스케치가
매스와 보이드의 대비에 집중하고 있고, 전면에서 대칭성이 강하게 드러난
다. 이는 건축가가 조형적 가치에 집중하였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비활용
설계안의 건축적 개념은 환경 성능적 관점보다는 조형적 관점에 중점을 두
고 있다고 판단된다.
생성형+분석형의 건축적 개념인 항아리 형태의 아트리움과 수직적인 패
턴의 입면은 설계 도구의 결과물을 재해석하는 과정과 분석형 설계를 활용
하는 과정을 통해 완성되었다. 건축가는 설계 도구에 의해 만들어진 아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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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의 형태를 개인의 창의성을 담은 조형적 언어로 재해석하였고 분석과정
을 통해 입면 디자인을 조율하며 생성형+분석형 설계안의 건축적 개념을
구축하였다.
n 건축적 디자인을 이루는 주요 요소가 환경 성능적 관점을 포함하는가?

비활용 설계안의 매스의 형태는 정형의 직사각형 형태이다. 동남쪽과 서
북쪽으로 연구실과 강의실을 분리하여 배치하였고, 이 둘을 잇는 투명한 매
스를 중앙에 배치하였다. 가운데 투명한 매스는 로비와 공용공간의 역할을
한다. 건축가는 이 투명한 매스의 중앙에 중정과 코어를 계획하였다. 입면
디자인의 경우 중앙의 투명한 매스의 전면과 후면은 커튼월로 계획하고 나
머지 입면은 일정한 리듬감을 주는 기능적인 창문으로 계획하였다. 공간의
구조 또한 양쪽의 기능적인 두 매스와 이를 잇는 투명한 매스가 평면적, 단
면적 공간구조를 지배하는 논리로 작용하고 있다.
비활용 설계안의 매스의 형태는 기능과 동선을 고려한 평면계획, 견고함
과 투명함의 대비, 그리고 전면에서의 대칭성을 강조하는 조형적 의도에서
계획되었다. 입면 디자인과 공간의 구조 또한 건축적 개념의 극대화의 관점
에서 계획되었다.
생성형+분석형 설계안의 매스의 형태는 사다리꼴의 형태에서 시작해서
오각형으로 수정되었다. 아트리움은 중간이 커지는 비정형의 항아리 형태
로 계획되었다. 설계 도구에 의해 만들어진 아트리움의 비정형적인 형태를
곡면으로 수정하여 건축가의 조형적 언어를 강조하였다. 이후 건축가는 분
석형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평가와 수정과정을 반복하여 입면 디자인을 완
성하였는데, 솔리드와 보이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수직적인 띠 패턴으
로 계획하였다. 또한, 천창형 아트리움을 측창형으로 수정하여 고측창을 통
해 빛을 받아들이도록 하였고, 고측창에도 수평 루버를 설치하였다. 남향의
강한 햇빛을 막고, 동서향의 빛을 조절하여 받아들이면서 과하게 들어오는
자연광을 조절하였다. 공간의 구조는 아트리움을 둘러싸고 복도를 계획하
였으며 자연광을 고려하여 외곽으로 실을 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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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생성형+분석형 설계안의 경우 매스의 형태, 입면 디자인, 공
간구조가 모두 환경 성능적 관점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n 환경성능이 디자인을 이끄는 원리인가?

비활용 설계안의 디자인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사이트 분석 및 법규검토
단계 이후 건축가는 양쪽에 연구동과 강의동을 배치하고 가운데 이 둘을 잇
는 투명한 매스를 배치하였다. 투명한 매스는 빛을 들이는 중정과 동선을
위한 공용공간으로 계획되었다. 5번 건축가의 비활용 설계안의 경우, 프로
그램과 동선에 의해 조직된 평면 계획과 건축가의 조형적 감성이 디자인을
이끄는 주요 원리로 작용하고 있다.
생성형+분석형 설계안의 디자인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사이트 분석 및
법규검토 단계 이후 건축가는 사다리꼴 형태의 매스를 구축하였다. 이후,
생성형 설계 도구에 의해 생성된 아트리움을 건축가가 재해석하여 형태를
수정하였는데, 아트리움을 곡면화하여 건축가의 조형적 감성을 강조하였다.
이후 분석형 설계 도구를 입면 디자인 과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수직적
띠 패턴의 입면의 밀도와 각도를 수정하였다. 생성형+분석형 설계안의 경우
일조 성능을 기반으로 생성된 아트리움의 형태를 최대한 반영하되 그 형태
를 건축가 개인의 조형적 언어로 재해석하여 활용하였으며, 입면 디자인 과
정에서도 환경성능이 디자인을 이끄는 주요 원리로 작용하였다.
표 45 5번 건축가의 비활용 설계안과 생성형+분석형 설계안의 내용 분석
비활용

생성형+분석형

양 쪽의 두 매스를 잇는 투명한
매스(X)

항아리형의 아트리움과 입면 계획을
통한 자연광 조절(O)

요소별 환경성능

매스(X), 입면(X), 공간구조(X)

매스(O), 입면(O), 공간구조(O)

디자인의 원동력

동선, 프로그램, 조형미 (X)

채광, 조형미, 입면(O)

건축적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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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이트 B: 생성형 설계 프로세스와 분석형 설계 프로세스
5번 건축가의 생성형 설계안은 대지의 조건을 반영한 정형의 직사각형 매스
에서 시작되었는데 이후 사다리꼴 형태의 매스로 발전되었다. 5번 건축가는 비
정형의 아트리움을 중앙에 계획하고 매스의 형태를 조형적 특징이 돋보이는 사
다리꼴로 수정하였다. 설계 도구가 생성한 결과물을 대폭 수정하여 설계를 진행
하였다. 설계 기록지에 기록된 스케치 형식의 다이어그램 1, 2는 하늘을 향하는
매스와 이를 관통하는 보이드라는 건축적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표 70]
분석형 설계안을 살펴보면 건축가는 대지의 특성을 반영하는 정형의 매
스의 중앙에 아트리움을 형성하는 건축적 개념을 구축하였다. 건축가는 분
석형 설계 도구를 자연광 성능을 조절하는 데 활용하였으며 천창형 아트리
움을 측창형으로 수정하였다. 입면의 패턴 밀도 조절에도 분석형 설계 도구
를 활용하였다.
n 건축적 개념이 환경 성능적 관점을 포함하는가?

5번 건축가의 생성형 설계안의 건축적 개념은 ‘하늘을 향한 렌즈’ 같은 매
스와 이를 관통하는 아트리움인데, 이것은 설계 도구의 결과물을 건축가가
본인의 창의적인 조형적 감성으로 재해석하여 구축한 개념이다. 해당 건축
적 개념은 채광과 조망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따라서 환경 성능적 관점을
포함한다고 판단된다.
분석형 설계안의 경우는 아트리움, 프로그램, 동선계획에 의해 건축적 개념
을 구축하였다. 전면부와 후면부에 실을 배치하였고 아트리움과 동선이 이 둘
을 연결한다. 중앙에 아트리움을 형성해 빛을 들이고, 그 주변에 동선을 배치
하는 건축적 개념은 고측창을 통한 자연광 유입이라는 환경 성능적 관점을 포
함하고 있다.
n 건축적 디자인을 이루는 주요 요소가 환경 성능적 관점을 포함하는가?

생성형 설계안의 매스의 형태는 대지의 특성을 반영한 직사각형 평면에
서 시작하여 설계 도구가 도출한 비정형의 아트리움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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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을 향해 전면부가 들려있는 역동적인 형태의 매스로 수정되었다. 입면
은 전면만 커튼월로 계획되었다. 설계 도구에 의해 생성된 아트리움의 형태
를 매스와 조형적 일관성을 이루도록 수정과정을 거쳤으며, 내부의 공간구
조는 매스와 아트리움의 형태를 그대로 따르도록 계획되었다. 매스의 형태
는 건축가의 창의적인 조형적 감성에 의해 계획되었으며, 입면 디자인은 매
스의 조형적 감성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계획되었다. 공간구조는 매스와 아
트리움의 형태 논리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따라서, 5번 건축가의 생성형 설
계안의 매스의 형태, 입면 디자인, 그리고 공간구조는 환경 성능적 관점을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
분석형 설계안의 매스의 형태는 대지의 특성을 반영한 직사각형 평면에
서 시작하였다. 건축가는 중앙에 아트리움을 두고 양쪽에 실을 배치하는 정
형의 매스를 계획하였다. 전면의 보이드는 입구성을 만들고 중앙의 아트리
움은 빛을 들인다. 매스의 형태는 대지의 특성과 프로그램의 기능성을 고려
하여 설계되었다. 건축가는 이후 분석형 설계 도구를 활용하여 입면 디자인
의 수정과정을 거쳤다. 천창형 아트리움을 측창형으로 수정하고 입면의 수
직적 띠 패턴의 밀도를 수정하여 자연광 성능을 조절하였다. 내부의 공간구
조는 아트리움의 형태를 그대로 반영하여 계획되었다. 따라서 5번 건축가의
분석형 설계안의 경우 매스의 형태는 환경 성능적 관점을 포함하지 않으며
공간구조와 입면 디자인은 부분적으로 환경 성능적 관점을 포함하고 있다.
표 46 5번 건축가의 생성형 설계안과 분석형 설계안의 내용 분석
생성형

분석형

건축적 개념

하늘을 향한 렌즈같은 매스를
관통하는 아트리움(O)

아트리움을 통해 자연광 유입(O)

요소별 환경성능

매스(X), 입면(X), 공간구조(X)

매스(X), 입면(O), 공간구조(O)

디자인의 원동력

채광, 조망(O)

프로그램, 채광(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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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환경성능이 디자인을 이끄는 원리인가?

생성형 설계안의 디자인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사이트 분석 및 법규검토
단계 이후 건축가는 대지의 특성을 반영하여 매스를 계획하였고 생성형 설
계 도구를 활용하여 비정형의 아트리움을 생성하였다. 이후 건축가는 설계
도구의 결과물을 재해석하여 매스의 형태도 하늘을 향해 전면부를 들고 있
는 역동적인 형태로 수정하였는데 이때 채광과 조망을 중점에 두고 전체적
인 디자인을 이끌어갔다. 5번 건축가의 생성형 설계안의 경우, 생성형 설계
도구의 결과물이 디자인을 이끌고 있지는 않지만, 채광이라는 환경 성능적
관점이 전체적인 디자인을 이끌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분석형의 디자인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사이트 분석 및 법규검토 단계
이후 건축가는 정형의 직육면체 매스를 구축하였다. 중앙의 아트리움을 통
해 빛을 들이고 양쪽에 실을 배치하였다. 이는 대지의 조건, 프로그램, 동선,
그리고 자연광의 유입을 고려하며 생성된 디자인이다. 이후, 분석형 설계
도구를 활용하면서 입면의 수직적인 띠 패턴의 밀도를 조절하여 자연광의
유입을 조절하였다. 5번 건축가의 분석형 프로세스의 경우, 대지의 특성, 기
능, 자연광의 조절을 고려하며 전체적인 디자인이 형성되었다. 따라서 환경
성능이 건축적 개념을 이끄는 주요 원리 중 하나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표 47 5번 건축가 아트리움 형태의 생성 및 변화과정 분석
(생성형 설계 프로세스와 생성형+분석형 설계 프로세스)
프로세스

변화의 정도

평면 형태변화
유
지

크
기
조
정

생성형

생성형+분석형

부
분
수
정

대
폭
수
정

단면 형태 변화
미
반
영

유
지

크
기
조
정

부
분
수
정

O

대
폭
수
정

축 변화
미
반
영

유
지

조
정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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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계 프로세스에 따른 내용적 변화 분석-아트리움 형태의 생성
및 변형 과정 분석
5번 건축가가 제출한 4개의 설계안을 분석하여 아트리움 형태의 생성과
정을 설계 프로세스별로 살펴보았다. 건축가는 생성형 설계 프로세스에서
는 일조 성능을 기반으로 생성된 아트리움의 형태를 거의 반영하지 않았다.
한편, 생성형+분석형 설계 프로세스에서는 일조 성능을 기반으로 생성된 아
트리움의 형태적 특징과 위치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 비활용 설계 프로
세스의 경우 자연광의 유입이 아트리움의 형태 생성 논리로 작용하였으며,
분석형 설계 프로세스에서도 건축가는 자연광의 유입을 목적으로 하는 아
트리움을 계획하였다.
5번 건축가의 생성형 설계 도구 활용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생성형 설계
안과 생성형+분석형 설계안 아트리움 형태의 변형 과정을 살펴보았다. 생성
형 설계 도구가 생성한 결과물에서 건축가의 수정과정을 거친 최종안까지
의 형태적 변화를 평면, 단면, 축의 변화로 구분하여 형태 변형의 정도를 측
정하였다. 그 결과, 생성형 설계안 아트리움의 경우 평면과 축은 반영하지
않았으나 단면의 형태는 수정하여 반영하였다. 한편, 생성형+분석형 설계안
아트리움의 경우는 평면의 형태적 특징은 그대로 반영하되 크기만 축소하
였으며, 단면의 형태와 축은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활용하였다. [표 47]
(3) 설계 프로세스에 따른 일조 성능의 분석
가) 사이트 A: 비활용 설계 프로세스와 생성형+분석형 설계 프로세스
5번 건축가의 사이트 A의 설계안에 대해 DA 분석을 진행한 결과 비활용
설계안의 경우 sDA는 62.3%이며, ASE는 24.5%로 LEED v4의 기준을 만
족시키지 못한다. 시각적 이미지를 살펴보면 중정과 전면의 커튼월을 통해
매우 강한 빛이 들어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85]
생성형+분석형 설계안의 경우 sDA가 57.7%이며 ASE는 11.4%로 아주
근소한 차이로 LEED v4의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시각적 이미지를 살
펴보면 외피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골고루 빛이 들어온다. 이 설계안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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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형 설계 도구를 활용하여 생성한 아트리움의 고측창과 수직적인 띠 패
턴의 창을 일정하게 낸 입면이 자연광을 조절하는 역할을 적절히 하는 것으
로 판단된다.
나) 사이트 B: 생성형 설계 프로세스와 분석형 설계 프로세스
5번 건축가의 사이트 B의 설계안에 대해 DA 분석을 진행한 결과 생성형
설계안의 경우 sDA가 64.9%이며 ASE 지수는 32.2%로 전체적으로 빛이
너무 많이 드는 상황이다. 시각적 이미지를 살펴보면 전면의 커튼월과 중정
을 통해 매우 강한 빛이 들어오며 입면 계획의 수정이 필요하다. [표 86]
분석형 설계안의 경우 sDA 지수는 36.7%로 기준보다 낮고 ASE 지수는
18.2%로 기준보다 높다. 시각적 이미지를 살펴보면 아트리움을 통해 자연
표 48 5번 건축가의 비활용 설계안과 생성형+분석형 설계안의 일조 성능평가
5번 건축가

사이트 A 설계안

일조 성능지수

비활용

생성형+분석형

sDA 300, 50

62.3

57.7

ASE 1000, 250

24.5

11.4

Pass/Fail

F

F

표 49 5번 건축가의 생성형 설계안과 분석형 설계안의 일조 성능평가
5번 건축가

사이트 B 설계안

일조 성능지수

생성형

분석형

sDA 300, 50

64.9

36.7

ASE 1000, 250

32.2

18.2

Pass/Fail

F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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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은 강한
빛이 조절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분석형 설계 도구를 활용하여 입면
계획을 수정했지만, 결과적으로 LEED v4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은 실패
했다.
광

(4) 환경 성능기반 설계 도구의 활용에 관한 건축가의 생각 변화
n 환경 성능기반 설계 프로세스에 관한 호감도 및 인식에 관한 사전 조사

5번 건축가의 환경성능에 대한 인식은 대부분 긍정적이었으며, 환경성능
이 건축적 디자인을 이끌어가는 주요 원동력일 수 있다고 생각하냐는 질문
에만 “중간이다”라고 대답하였다.
환경 성능적 지식의 범위에 대한 질문에서는 설계과정에서 환경성능에
대한 별도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대답했으며, 본인의 환경성능에 대한 이해
도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평소 설계과정에서 환경성능에 대한 지식적 도
움을 필요하다고 대답했고, 환경 성능기반의 설계 도구가 건축가의 환경 성
능적 지식의 확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는 “중간이다”라고 대답했다.
5번 건축가는 환경 성능기반의 생성형 설계 도구의 활용이 건축가의 창의
성 발현에 도움이 된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해당 대지에 관한 다양한 환경
성능적 정보가 건축가의 창의성 발현에 도움이 되는지에도 긍정적으로 대
답했다.
n 사례 연구 참여 후 건축가의 생각 변화

5번 건축가의 환경성능의 중요도에 관한 생각은 사례 연구 참여 후에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환경성능에 관한 관심은 증가했다
고 답했다. 또한, 사례 연구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환경 성능적으로 우수한
건물의 사례를 조사하게 되었다고 대답했다.
n 가장 효과적인 설계 프로세스에 관한 건축가의 인터뷰 분석

5번 건축가의 경우, 분석형 설계 프로세스가 가장 효과적인 설계 프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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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라고 대답했다. 분석형 설계 도구를 활용할 때 본인의 창의성에 제약을
받지 않았고 정량적인 수치가 제시되어 지속적인 수정과정을 거칠 수 있어
서 효과적이었다고 답했다. 생성형 설계 도구를 활용하면 환경 성능적 지식
이 확장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도출된 형태에 선입견을 품게 돼서 창의성을
발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밝혔다.

4.1.6. 6번 건축가

(1) 설계 프로세스에 따른 내용적 변화 분석-다이어그램 분석
가) 사이트 A: 비활용 설계 프로세스와 생성형+분석형 설계 프로세스
6번 건축가는 사이트 A의 비활용 설계안에서 직육면체의 매스를 형성하
고 중앙에 중정을 배치하였다. 전면에 필로티 공간을 형성하여 입구성을 주
면서 중정으로 연결되는 외부공간을 형성하였다. 중정을 향한 입면과 전면
은 커튼월로 계획하였고 나머지 입면은 리듬감 있는 작은 창문으로 패턴을
만들고 때때로 큰 커튼월로 변화를 주었다. 중정에 조경을 계획하고 중정을
둘러싸는 복도를 형성하였다. 설계 기록지에 기록된 스케치 형식의 다이어
그램은 매스의 외곽으로 강의실과 연구실을 배치하고, 중정을 향해 복도와
공용공간이 열려있는 평면의 계획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정원으로 계획된
중정을 향해 열려있는 매스가 이 설계안의 건축적 개념이다. [표 71]
생성형+분석형의 설계안을 살펴보면 건축가는 직사각형의 평면에서 시작
하여 남서쪽으로 갈수록 폭이 줄어드는 형태의 평면으로 디자인을 발전시
켰다. 생성형 설계 도구를 활용하여 아트리움을 생성하였고 건축가는 생성
형 설계 도구가 생성한 아트리움을 존중하면서 해당 위치에 비슷한 크기로
배치하였다. 매스와 일관성을 갖도록 아트리움의 형태를 수정하여 계획하
였다. 아트리움을 중심으로 계단과 브릿지를 계획하여 아트리움의 공간적
경험을 강조하고 강의실과 연구실은 외곽으로 배치하였다. 내부 깊숙이 자
연광을 유입하는 아트리움과 강한 빛을 조절하는 루버로 이루어진 입면이
이 설계안의 주된 건축적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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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건축적 개념이 환경 성능적 관점을 포함하는가?

비활용 설계안의 건축적 개념인 정원으로 계획된 중정과 이를 향해 열려
있는 매스는 건축가의 창의적 발상에 프로그램과 동선을 위주로 계획된 평
면이 조율 과정을 거쳐서 형성되었다. 건축가의 초기 아이디어 스케치는 정
원으로 계획된 중정을 통해 내부에 빛을 들이고 중정을 경험하는 내부 공간
에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비활용 설계안의 건축적 개념은 환경 성능적 관
점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생성형+분석형의 건축적 개념은 동선을 통한 아트리움의 공간적 경험으
로 자연광이 쏟아지는 아트리움은 생성형 설계 도구가 만들어낸 결과물의
재해석 과정에서 건축가의 조형적 감성을 함께 결합하여 계획되었다. 또한,
분석형 설계 도구를 활용하여 평가와 수정과정의 반복을 거쳐 다양한 루버
를 갖는 입면 디자인을 완성하였다. 따라서, 건축가는 일조 성능을 기반으
로 만들어진 아트리움의 형태를 개인의 창의성을 담은 조형적 언어로 재해
석하였다. 그리고 동선계획을 통해 아트리움의 경험적 측면을 부각시켰다.
이후 성능 분석과정을 통해 입면 디자인을 수정하며 생성형+분석형 설계안
을 완성하였다. 따라서, 생성형 분석형 설계안의 건축적 개념은 환경 성능
적 관점을 포함한다.
n 건축적 디자인을 이루는 주요 요소가 환경 성능적 관점을 포함하는가?

비활용 설계안의 매스의 형태는 정형의 직사각형 평면에 전면의 북쪽으
로 코어가 돌출된 형태이다. 그리고 정원으로 계획된 중정은 가운데 있다.
이 건물은 외부로는 견고한 입면을 갖고 중정을 향해서는 전 층이 커튼월로
계획되어 내부에서 조망이 열려있다. 입면 디자인의 경우 일정한 리듬감을
주는 작은 창들로 패턴을 이루고 부분적으로 큰 규모의 커튼월이 들어가면
서 리듬에 변화를 주도록 계획되었다. 공간의 구조는 외곽에 실을 배치하고
중정을 향해 복도와 공용공간을 계획하였다. 매스의 형태는 기능적인 평면
계획과 중정을 통해 빛을 들이는 자연광에 대한 고려가 매스의 형태에 반영
되었다. 비활용 설계안의 매스의 형태와 입면 디자인은 환경 성능적 관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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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한다. 공간의 구조는 중정과 동선에 의해 결정되었다.
생성형+분석형 설계안의 매스는 남서쪽으로 폭이 점점 줄어드는 형태의
평면을 갖는다. 일조 성능에 기반하여 만들어진 아트리움을 적극적으로 활
용하여 중앙에 위치시켰고 매스의 형태와 일관성을 갖도록 수정하였다. 매
스의 형태에 건축가의 조형적 언어를 강조하였다. 이후 건축가는 분석형 설
계 도구를 활용하여 평가와 수정과정을 반복적으로 거쳐 입면과 천창의 루
버 설계를 완성하였다. 건축가는 향에 따라 격자형, 수평형, 수직형의 루버
를 적절히 사용하였다. 설계 도구의 결과물보다 크기를 축소한 천창을 계획
하고 천창에도 경사를 갖는 수평 루버를 설치하였다. 또한, 강한 햇빛을 막
고, 반사광은 조절하여 받아들이도록 자연광의 유입을 적절히 조절하는 입
면을 형성하였다. 공간의 구조는 아트리움을 중심으로 계단과 브릿지를 계
획하여 아트리움의 공간적 경험을 강조하였으며, 외곽으로 실을 배치하여
자연광 유입을 조절하는 입면과 연계하여 계획하였다. 매스의 형태는 건축
가의 조형적 감성에 의해 형성되었으며, 입면 디자인과 공간의 구조는 환경
성능적 관점을 포함하고 있다.
포

n 환경 성능이 디자인을 이끄는 원리인가?

6번 건축가의 비활용 설계안의 디자인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사이트 분
석 및 법규검토 단계 이후 건축가는 정원으로 계획된 중정을 둘러싸는 매스
를 계획하였다. 프로그램의 기능과 동선을 고려하여 세부 계획이 진행되었
다. 6번 건축가의 비활용 설계안의 경우, 프로그램과 동선에 의해 조직된 평
면 계획과 정원으로 계획된 중정이 강조되는 견고한 매스의 조형적 감성이
디자인을 이끄는 주요 원리로 작용하고 있다.
생성형+분석형 설계안의 디자인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사이트 분석 및
법규검토 단계 이후 건축가는 남서쪽으로 폭이 줄어드는 형태의 매스를 구
축하였다. 이후, 생성형 설계 도구에 의해 만들어진 아트리움을 재해석하여
매스의 형태와 일관성을 갖는 조형적 언어로 아트리움을 수정하였다. 이후
아트리움에 공간적 경험을 위한 계단, 브릿지 등의 동선을 계획하였다.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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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형 설계 도구를 입면 디자인 과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연광 조절을
위해 천창과 입면에 루버를 계획하였다. 생성형+분석형 설계안의 경우 일조
성능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아트리움의 형태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건축가
본인의 조형적 감성으로 재해석하여 활용하였으며, 입면 디자인에서도 환
경성능이 디자인을 이끄는 주요 원리로 작용하였다.
나) 사이트 B: 생성형 설계 프로세스와 분석형 설계 프로세스
6번 건축가는 생성형 설계안에서 초기에 대지의 조건을 반영하여 정형의
직사각형 매스를 배치하고, 생성형 설계 도구를 활용하여 일조 성능기반의
비정형 아트리움을 도출하였다. 이후 상층부의 동남쪽 코너를 잘라내어 조
형적 특징이 돋보이는 형태로 매스를 수정하였다. 설계 도구의 결과물을 정
형적인 형태로 수정하고 ‘단면상에서 사선으로 관통하는 보이드’라는 아이
디어로 재해석하여 설계를 진행하였다. 설계 기록지에 기록된 스케치 형식
의 다이어그램은 ‘단면에서 사선으로 관통하는 보이드‘를 건축적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표 72]
분석형 설계안을 살펴보면 건축가는 중앙에 중정을 형성하고 이를 둘러
싸는 다양한 크기의 박스를 적층하는 건축적 개념을 구축하였다. 건축가는
분석형 설계 도구를 자연광 성능을 조절하는 데 활용하였고, 이 과정을 통
해 전면 커튼월에 루버를 계획하였다.
n 건축적 개념이 환경 성능적 관점을 포함하는가?

6번 건축가의 생성형 설계안은 설계 도구의 결과물을 건축가가 재해석하
는 과정을 거쳐서 ’단면상에서 사선으로 관통하는 보이드‘라는 건축적 개념
을 구축하였다. 이 보이드는 내부 깊숙이 빛을 들이기 위함이며, 따라서 해
당 건축적 개념은 환경 성능적 관점을 포함한다.
분석형의 경우는 중정을 둘러싸고 다양한 크기의 매스를 적층하는 건축
적 개념을 구축하였다. 중앙에 위치한 중정은 내부로 빛을 들이고 공간을
전면부와 후면부로 나누는 역할을 한다. 이 설계안의 건축적 개념은 프로그
139

생성과 분석을 결합한 환경 성능기반 설계 프로세스에 관한 연구

과 동선을 고려한 기능적인 평면계획에 환경 성능적 관점이 반영되어 생
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램

n 건축적 디자인을 이루는 주요 요소가 환경 성능적 관점을 포함하는가?

생성형 설계안의 매스의 형태는 대지의 특성을 반영한 직사각형 평면에서
시작하여 상층부의 동남쪽 코너를 잘라내어 역동적이다. 전면부의 저층은
뒤로 물러나며 입구성을 형성한다. 최상층의 남쪽 코너에서 북쪽을 향해 점
점 내려오는 아트리움은 내부 깊숙이 빛을 들인다. 전면부의 입면은 커튼월
로 계획되었고, 나머지 입면은 막혀있다. 내부의 공간구조는 아트리움에 의
해 결정되었다. 매스의 형태는 건축가의 조형적 감성에 의해 결정되었으며,
입면 디자인은 매스의 형태를 강조하도록 계획되었다. 공간의 구조는 아트
리움의 위치와 이로 인해 내부로 유입되는 빛에 의해 결정되었다. 따라서,
이 설계안의 경우 공간구조만 환경 성능적 관점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분석형 설계안의 매스의 형태는 다양한 크기의 직육면체 매스가 중정을
둘러싸며 적층되어 형성되었다. 건축가의 스케치를 보면 중정은 빛을 들이
는 역할과 내부 공간을 전면부와 후면부로 나누는 역할을 겸한다. 건축가는
이후 분석형 설계 도구를 활용하여 자연광 성능을 조절하기 위해 입면 디자
인의 수정과정을 거쳤다. 매스의 형태는 대지의 특성, 프로그램, 동선이 반
영된 평면계획, 그리고 환경 성능적 관점에 의해 생성되었다. 입면 디자인
은 환경 성능적 관점을 포함한다. 내부의 공간구조는 중정 옆에 코어를 배
치하며 전면부와 후면부로 나뉘어 계획되었다. 이는 환경 성능적 관점을 포
함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n 환경성능이 디자인을 이끄는 원리인가?

생성형 설계안의 디자인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사이트 분석 및 법규검토
단계 이후 건축가는 대지의 특성을 반영하는 직사각형 형태의 매스를 계획
하였고 생성형 설계 도구를 활용하여 아트리움을 생성하였다. 이후 건축가
는 단면에서 사선으로 관통하도록 아트리움의 형태를 수정하여 환경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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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관점을 부각시켰다. 이후, 프로그램과 동선의 기능적 측면을 반영한 평
면 계획과 함께 자연광의 유입은 전체적인 디자인을 이끄는 원동력으로 작
용했다.
분석형 설계안의 디자인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사이트 분석 및 법규검토
단계 이후 건축가는 중앙의 중정을 중심으로 매스를 적층하였다. 크기가 다
른 매스를 쌓아가면서 테라스와 같은 외부공간을 형성하고 돌출되고 뒤로
물러나는 매스의 조형미를 강조하는 입면을 형성하였다. 이후, 분석형 설계
도구를 활용하면서 커튼월에 루버를 설치하여 강한 자연광을 조절하는 역
할을 하도록 계획하였다. 이 설계안의 경우, 환경성능의 개선을 위한 수정
과정을 거쳤지만, 대지의 특성, 프로그램, 동선을 반영하는 평면 계획과 건
축가의 조형적 관점이 전체적인 디자인을 이끌어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0 6번 건축가의 비활용 설계안과 생성형+분석형 설계안의 내용 분석
비활용

생성형+분석형

중정으로 열린 매스(O)

아트리움의 공간적 경험과 루버를
이용한 리듬감 있는 입면(O)

요소별 환경 성능

매스(O), 입면(O), 공간구조(X)

매스(X), 입면(O), 공간구조(O)

디자인의 원동력

조형미, 프로그램, 동선, 입면(X)

조형미, 채광, 프로그램, 동선,
입면(O)

건축적 개념

표 51 6번 건축가의 생성형 설계안과 분석형 설계안의 내용 분석
생성형

분석형

매스를 관통하는 사선으로 연결되는
보이드(O)

중정을 둘러싸고 다양하게 구성된
크고 작은 박스의 적층(O)

요소별 환경 성능

매스(X), 입면(X), 공간구조(O)

매스(O), 입면(O), 공간구조(X)

디자인의 원동력

채광, 조형미(O)

프로그램, 동선, 입면(X)

건축적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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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계 프로세스에 따른 내용적 변화 분석-아트리움 형태의 생성
및 변형 과정 분석
6번 건축가가 제출한 설계안을 분석하여 아트리움 형태의 생성과정을 설
계 프로세스별로 살펴보았다. 건축가는 생성형 설계 프로세스에서 일조 성능
을 기반으로 생성된 아트리움의 크기와 위치를 반영하되 부분적으로 수정하
여 설계를 완성하였다. 생성형+분석형 설계 프로세스에서도 일조 성능을 기반
으로 생성된 아트리움의 크기와 위치를 최대한 존중하여 설계에 활용하였다.
아트리움의 생성 논리를 살펴보면, 비활용 설계 프로세스의 경우 공간적
경험이 아트리움의 형태 생성 논리이며, 분석형 설계 프로세스의 경우 자연
광의 유입이 형태 생성 논리임을 알 수 있었다.
6번 건축가의 생성형 설계 도구 활용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생성형 설계안
과 생성형+분석형 설계안 아트리움의 형태 변형 과정을 살펴보았다. 생성형
설계 도구가 생성한 결과물에서 건축가의 수정과정을 거친 최종안까지의 형
태적 변화를 평면, 단면, 축의 변화로 구분하여 형태 변형의 정도를 측정하였
다. 그 결과, 생성형 설계안 아트리움의 경우 평면, 단면, 축 모두 부분적으로
수정되어 반영되었고, 생성형+분석형 설계안 아트리움은 평면과 단면이 부분
수정되어 반영되었으며, 축은 반영되지 않았다. [표 52]
표 52 6번 건축가 아트리움 형태의 생성 및 변화과정 분석
(생성형 설계 프로세스와 생성형+분석형 설계 프로세스)
프로세스

변화의 정도

평면 형태변화
유
지

크
기
조
정

부
분
수
정

대
폭
수
정

단면 형태 변화
미
반
영

유
지

크
기
조
정

부
분
수
정

생성형

O

O

생성형+분석형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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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폭
수
정

축 변화
미
반
영

유
지

조
정

미
반
영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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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계 프로세스에 따른 일조 성능의 분석
가) 사이트 A: 비활용 설계 프로세스와 생성형+분석형 설계 프로세스
6번 건축가의 사이트 A의 설계안에 대해 DA 분석을 진행한 결과, 비활용
설계안의 경우 sDA는 67.8%이며, ASE는 42.6%로 빛이 너무 과하게 드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시각적 이미지를 살펴보면 전면, 북서쪽, 그리고 중정의
커튼월을 통해 매우 강한 빛이 들어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커튼월에 빛을
조절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표 87]
생성형+분석형 설계안의 경우 sDA가 57.1%이며 ASE는 14.6%로 아주 근
소한 차이로 LEED v4의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시각적 이미지를 살펴보
면 루버가 설치되어 있긴 하지만 천창을 통해서 여전히 강한 빛이 1층 바닥면
에 닿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설계안의 경우 생성형 설계 도구를 활용
하여 생성한 아트리움이 내부에 빛을 골고루 잘 들이고 있으며 천창과 입면에
설치한 루버가 자연광 조절 성능에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53 6번 건축가의 비활용 설계안과 생성형+분석형 설계안의 일조 성능평가
6번 건축가

사이트 A 설계안

일조 성능지수

비활용

생성형+분석형

sDA 300, 50

67.8

57.1

ASE 1000, 250

42.6

14.6

Pass/Fail

F

F

표 54 6번 건축가의 생성형 설계안과 분석형 설계안의 일조 성능평가
6번 건축가

사이트 B 설계안

일조 성능지수

생성형

분석형

sDA 300, 50

81.6

52.9

ASE 1000, 250

46.5

22.4

Pass/Fail

F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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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사이트 B (생성형 v.s. 분석형)

6번 건축가의 사이트 B의 설계안에 대해 DA 분석을 진행한 결과 생성형
설계안의 경우 sDA가 81.6%이며 ASE 지수는 46.5%로 전체적으로 빛이
너무 많이 드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강한 빛을 조절하는 장치가 전혀
없어서 ASE 지수가 매우 높은 상황이었다. 시각적 이미지 살펴보면 전면의
커튼월과 중정을 통해 매우 강한 빛이 들어오며 이를 조절하는 장치가 필요
하다고 판단된다. [표 88]
분석형 설계안의 경우 sDA 지수는 52.9%로 기준보다 낮고 ASE 지수는
22.4%로 기준보다 높다. 시각적 이미지를 살펴보면 남쪽 커튼월을 통해서
들어오는 빛이 매우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분석형 설계 도구를 활용하여
입면 계획을 수정했지만, 결과적으로 sDA와 ASE 모두 LEED v4의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6번 건축가가 제출한 각각의 다른 설계 프로세스를 활용한 총 4개의 설계
안에 대해 sDA와 ASE 분석을 진행한 결과, 모든 설계안에서 LEED v4의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4) 환경 성능기반 설계 도구의 활용에 관한 건축가의 생각 변화
n 환경 성능기반 설계 프로세스에 관한 호감도 및 인식에 관한 사전 조사

6번 건축가의 환경성능에 대한 인식은 대부분 매우 긍정적이었으며, 환경
성능이 건축 디자인을 이끌어가는 주요 원동력일 수 있냐는 질문에만 “중
간이다”라고 대답하였다.
환경 성능적 지식의 범위에 대한 질문에서는 설계과정에서 환경성능에
대한 별도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대답했으며, 본인의 환경성능에 대한 이해
도가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그런데도 평소 설계과정에서 환경성능에 대한
지식적 도움을 필요하다고 대답했고, 환경 성능기반의 설계 도구가 건축가
의 환경 성능적 지식의 확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대답했다.
환경 성능기반의 생성형 설계 도구의 활용이 건축가의 창의성 발현에 도
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대답했으며, 해당 대지에 관한 다양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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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성능적 정보가 건축가의 창의성 발현에 도움이 되는지도 긍정적으로 대
답했다.
n 사례 연구 참여 후 건축가의 생각 변화

6번 건축가의 환경성능의 중요도에 관한 생각은 사례 연구 참여 전과 후
에 변화 없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환경성능에 관한
관심은 증가했다고 답했다. 또한, 사례 연구에 참여하면서 빛 환경에 대한
리서치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대답했다.
n 가장 효과적인 설계 프로세스에 관한 건축가의 인터뷰 분석

6번 건축가의 경우, 생성과 분석을 결합한 설계 프로세스가 본인의 환경
성능적 지식의 확장에 가장 유용했으며 가장 효과적인 설계 프로세스라고
대답했다. 생성형 설계 도구를 활용하면 아트리움의 형태를 빨리 결정할 수
있어서 효과적이었으며 이후 분석형 설계 도구를 활용하면서 건물 전체의
빛 환경에 대해 고려할 수 있어서 유익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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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분석의 종합
본 연구에서는 6명의 건축가를 대상으로 일조 성능기반 설계 도구를 활용
하는 설계 프로세스 사례 연구를 진행하고 각각의 설계 프로세스에 따른 내
용적 변화, 일조 성능의 변화, 그리고 환경 성능기반 설계 도구의 활용에 관
한 건축가의 생각 변화를 알아보았다. 참여 건축가는 생성형 설계 도구를
활용하는 생성형 설계 프로세스, 분석형 설계 도구를 활용하는 분석형 설계
프로세스, 생성형 설계 도구와 분석형 설계 도구를 함께 활용하는 생성과
분석을 결합한 설계 프로세스, 환경 성능기반의 설계 도구를 전혀 활용하지
않는 비활용 설계 프로세스로 4번의 설계를 진행하였고 모든 설계안에 대
해 3D 파일과 설계의 전 과정을 기록한 설계 기록지를 제출하였다. 4.1장에
서 건축가별로 설계 프로세스에 따른 내용적 변화, 일조 성능의 변화, 그리
고 생성형과 분석형 설계 도구의 활용에 관한 건축가의 생각 변화를 알아보
는 사례 연구의 내용을 서술하였다. 이번 장에서는 건축가 개인별로 정리한
내용을 종합하여 분석하고, 최종적으로는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한 생성형 설
계 도구가 설계 프로세스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하고 생성형 설계 도구의 개
선사항을 도출하고자 한다.

4.2.1. 설계 프로세스에 따른 내용적 변화

(1) 다이어그램 분석
4.1장에서 건축가별로 건축가가 설계 기록지에 남긴 다이어그램을 분석
하여 건축적 개념을 살펴보고 해당 건축적 개념이 환경 성능적 관점을 포함
하는지, 건축적 디자인을 이루는 주요 요소가 환경 성능적 관점을 포함하는
지, 그리고 환경성능이 디자인을 이끄는 원동력인지를 알아보는 사례 연구
를 진행하였으며, 이번 장에서는 건축가별로 정리한 내용을 종합하여 분석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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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축적 개념이 환경 성능적 관점을 포함하는가?
6명의 건축가가 제출한 설계 프로세스 기록지를 분석한 결과, 생성과 분
석을 결합한 프로세스로 설계를 진행했을 때 6명의 건축가 전원이 건축적
개념을 구축할 때 환경 성능적 관점을 포함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생성형
프로세스로 진행했을 때는 5명, 분석형 프로세스로 진행했을 때는 4명이었
으며, 비활용 프로세스로 진행했을 때는 2명이 건축적 개념을 구축할 때 환
경 성능적 관점을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성형 설계 도구를 활용하는 설계 프로세스에서 대부분 건축적 개념이
환경 성능적 관점을 포함하는 것은 생성형 설계 도구가 건축가가 건축적 개
념을 구축할 때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1번과 4번 건축가의 인
터뷰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는데, 생성형 설계 도구를 활용하면 설계의 초
기 단계에서 생성형 설계 도구가 제시하는 아트리움의 형태, 크기, 위치 등
의 형태적 정보를 받게 되는데 해당 아트리움의 형태를 반영하든 거의 반영
하지 않든 건축가는 좀 더 환경 성능적인 건축적 개념으로 설계를 진행하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설계의 초기 단계에 일조 성능에 기반하여 만들
어진 아트리움의 형태 정보를 얻게 된 점이 건축가가 건축적 개념을 구축하
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나) 건축적 디자인을 이루는 주요 요소 (매스의 형태, 입면 디자인,
공간구조)가 환경 성능적 관점을 포함하는가?
다음은 총 6명의 건축가가 제출한 설계안에 대해 건축적 디자인을 이루
는 주요 요소가 환경 성능적 관점을 포함하는지를 각각의 설계 프로세스
별로 살펴보았다. 우선, 설계 기록지에 남긴 다이어그램을 분석하여 매스
의 형태를 살펴보고 해당 매스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환경 성능적 관점이
영향을 주었는지를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 생성형+분석형 프로세스의 경
우 6명 중 3명의 매스 형태가 환경 성능적 관점을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그다음으로 분석형, 생성형, 비활용 프로세스의 경우는 1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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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면 디자인의 경우 생성형+분석형 프로세스와 분석형 프로세스에서 6명
전부 입면 디자인 과정에 환경 성능적 관점을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활
용 프로세스의 경우 1명, 생성형 프로세스의 경우 0명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건축가가 분석형 설계 도구를 활용하면서 입면 디자인에 여러 차례의
수정을 거치는 것을 공통으로 발견할 수 있었다. 분석형 설계 도구는 설계안
이 어느 정도 확정된 후에 사용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건축가가 자연광의
유입과 조절을 위해 매스의 형태나 공간구조를 바꾸기보다는 입면 디자인의
변경으로 일조 성능을 개선하려고 하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공간구조의 경우, 생성형+분석형 프로세스에서 5명의 설계안의 공간구조
가 환경 성능적 관점을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서 생성형 프로세스
에서 4명, 분석형 프로세스에서 3명, 그리고 비활용 프로세스에서 0명의 설
계안의 공간구조가 환경 성능적 관점을 포함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분석
결과, 아트리움이 설계안의 평면적, 단면적 공간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을 알 수 있었으며, 아트리움 설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트리움의 형태가
평면적 단면적 공간의 구조를 지배하는 경우를 여러 차례 확인할 수 있었다.
표 55 건축적 개념: 생성형+분석형> 생성형> 분석형> 비활용
건축적 개념이 환경 성능적 관점을 포함하는지 여부
건축가

생성형

분석형

1번

√

√

2번

√

3번

√

비활용

생성형+분석형
√
√

√

√

4번

√
√

5번

√

√

6번

√

√

√

√

합계

5

4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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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 매스의 형태: 생성형+분석형> 생성형, 분석형> 비활용
매스의 형태
건축가

생성형

분석형

비활용

생성형+분석형

1번
2번

√

√

3번

√

4번
5번

√

6번
합계

1

√

√

1

1

3

표 57 입면 디자인: 생성형+분석형, 분석형> 생성형> 비활용
입면 디자인
건축가

생성형

분석형

비활용

생성형+분석형

1번

√

√

2번

√

√

3번

√

√

4번

√

√

5번

√

√

6번

√

√

√

6

1

6

합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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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8 공간의 구조: 생성형+분석형> 생성형> 분석형> 비활용
공간의 구조
건축가

생성형

분석형

1번

√

√

2번

√

3번

√

비활용

생성형+분석형
√
√

√

√

√

√

4번
5번
6번

√

합계

4

√
3

0

5

표 59 디자인의 원동력: 생성형+분석형> 생성형, 분석형> 비활용
설계 프로세스
건축가

생성형

분석형

비활용

1번

√

√

√

2번

√

√

√

3번

√

√

√

4번

생성형+분석형

√
√

5번

√

6번

√

합계

5

√

√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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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환경성능이 디자인을 이끄는 원동력인가?
다음은 총 6명의 건축가가 제출한 설계안에 대해 각각의 설계 프로세스별
로 환경성능이 디자인을 이끄는 원동력인지를 살펴보았다. 우선, 설계 기록
지에 남긴 다이어그램을 분석하여 설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환경 성능적
관점에 의한 디자인 결정이 있었는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생성과 분석
을 결합한 프로세스로 설계를 진행했을 때 6명의 건축가 전원의 설계안에
서 환경성능이 디자인을 이끄는 원동력인 것으로 나타났고 생성형 프로세
스는 5명, 분석형은 4명, 비활용은 1명의 설계안에서 환경성능이 디자인을
이끄는 원동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성과 분석을 결합한 프로세
스로 진행했을 때, 건축가는 설계의 전 과정에서 환경성능에 의한 디자인
결정을 내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생성형 설계 프로세스로 진행했을
때보다 생성과 분석을 결합한 프로세스로 진행했을 때 생성형 설계 도구의
결과물을 설계안에 반영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생성형 설계 도구를 두 번째로 활용하면서 좀 더 익숙해져서일 것으로 판단
된다.
(2) 아트리움 형태의 생성 및 변형 과정 분석
4.1장에서 건축가별로 건축가가 제출한 3D 파일을 분석하여 설계 프로세
스별로 아트리움의 생성과정을 분석하고 생성형 설계 도구를 활용하여 도
출한 아트리움의 형태가 설계의 과정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보는 사
례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이번 장에서는 건축가별로 정리한 내용을 종합하
여 분석하고자 한다.
생성형 설계 도구를 활용하여 도출한 아트리움의 형태가 설계의 과정에
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보고자 생성형 프로세스와 생성과 분석을 결합
한 프로세스를 살펴보았다. 총 12개의 설계안을 분석한 결과, 생성된 아트
리움을 최대한 반영한 경우가 2건이었는데, 평면과 단면의 형태를 모두 유
지한 경우가 1건, 평면의 형태는 유지하고 단면의 형태는 부분 수정한 경우
가 1건으로 나타났다. 생성된 아트리움의 형태적 특징을 존중하되 크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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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를 부분 수정한 경우는 7건이었고, 크기, 위치, 형태적 특징을 거의, 혹
은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경우가 5건이었다.
생성형 설계 도구를 활용하지 않은 비활용 설계 프로세스와 분석형 프로
세스를 살펴본 결과, 아트리움의 생성 논리는 비활용 프로세스의 경우 조형
성, 공간적 경험, 자연채광 순으로 나타났다. 분석형 프로세스의 경우 자연
채광, 공간적 경험 순으로 나타났다.
건축가들의 설계 도구 활용사례를 종합해 본 결과, 참여 건축가가 생성형
설계 도구가 생성한 형태를 반영했을 때 일조 성능이 더 우수했다. 그리고
건축가가 생성형 설계 도구를 처음 활용했을 때보다 두 번째 활용했을 때
설계 도구가 생성한 형태를 좀 더 반영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분
석형 설계 도구의 활용은 아트리움의 형태 변화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2.2. 설계 프로세스에 따른 일조 성능의 변화

4.1장에서 건축가별로 건축가가 제출한 3D 파일을 분석하여 설계 프로세
스별로 일조 성능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는 사례 연구를 진행하였
으며, 이번 장에서는 건축가별로 정리한 내용을 종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건축가가 생성과 분석을 결합한 설계 프로세스로 설계를 진행했을 때 설계
안의 일조 성능이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생성과 분석을 결합한 설
계 프로세스의 설계안에서 6명 중 4명이 LEED v4의 기준을 만족하였다.
실패한 2명의 설계안도 LEED v4의 기준에는 못미치지만 나머지 설계 프로
세스의 설계안에 비교해서 일조 성능이 우수한 설계안인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다른 설계 프로세스로 진행한 설계안은 전부 LEED v4 기준을 만족
시키지 못했다. [표 60]
설계 프로세스별로 실패의 원인을 살펴보니 생성형 프로세스에서 참여
건축가 전원은 sDA 기준을 만족시켰으나, ASE 기준을 만족시키는 데 실패
했다. 이는 생성형 설계 도구가 자연광 유입에는 효과가 있으나, 이후 건축
가들이 스스로 ASE를 조절하는 과정에서 실패한 것이 그 원인임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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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비활용 설계 프로세스에서는 sDA 기준은 5명이 만족시켰으나, ASE 기준
은 전부 실패했다. 충분한 자연광을 실내로 유입하는 것은 가능했지만 강한
빛의 조절에는 실패했다.
분석형 프로세스에서는 sDA 기준은 2명이 만족시켰고, ASE 기준은 전부
실패했다. 또한, 분석형 설계 도구를 활용하면서 ASE 조절에 전원이 실패
했다. 건축가 스스로 만든 안에서는 sDA 기준은 2명이 성공하고 4명이 실
패하였다. 이는 건축가에게 sDA를 유지하면서 ASE를 낮추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인 것을 의미한다.
생성과 분석을 결합한 프로세스에서 6명 중 4명은 LEED v4 기준을 만
족시키는 데 성공했다. 2명은 ASE 지수 조절에 실패하였다. 하지만 이 두
명 역시 ASE 지수가 10% 에 근접했다. 분석 결과, 건축가가 생성과 분석을
결합한 설계 프로세스로 설계를 진행할 때 건축물의 일조 성능이 가장 우수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60 설계 프로세스에 따른 일조 성능의 변화
설계 프로세스
건축가

생성형

분석형

비활용

생성형+분석형

1번

F (ASE)

F (SDA、ASE)

F (ASE)

P

2번

F (ASE)

F (SDA、ASE)

F (ASE)

P

3번

F (ASE)

F (ASE)

F (SDA、ASE)

P

4번

F (SDA、ASE)

F (ASE)

F (ASE)

P

5번

F (ASE)

F (SDA、ASE)

F (ASE)

F

6번

F (ASE)

F (SDA、ASE)

F (ASE)

F

PASS

0

0

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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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환경 성능기반 설계 프로세스에 관한 건축가의 생각 변화

(1) 환경 성능기반 설계 프로세스에 관한 건축가의 인식 및 태도
사례 연구를 진행하기 전에 참여 건축가의 환경 성능기반 설계 프로세스
에 관한 인식과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서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서면 인
터뷰는 환경성능에 대한 인식, 환경 성능적 지식의 범위, 그리고 환경 성능
기반의 설계 도구와 건축가의 창의성 발현 간의 관계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
하였다.
가) 사전 서면 인터뷰 분석
참여 건축가 6명 중 5명은 평소 건축물의 친환경성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
하고 설계하며, 6명 모두 건축 디자인의 주요 요소에 환경성능을 고려하고,
건축 디자인과 환경 성능적 디자인의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환경 성능적 문제를 건축적 디자인이 해결할 수 있는지에도 6
명 중 5명이 긍정으로 답했다. 반면, 환경성능이 건축적 디자인을 이끌어가
는 원동력일 수 있는지는 3명만 긍정적으로 응답했으며, 건축 디자인의 개
념에 환경 성능적 관점을 담는 것이 필요하냐는 질문에도 3명만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표 89]
참여 건축가 6명 전원은 설계과정에서 환경성능에 관한 별도의 연구가 필
요하다고 생각했고, 6명 중 4명은 본인의 환경성능에 대한 이해도가 설계를
진행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6명 모두 설계과정에서 환경성능에
대한 지식적 도움이 필요했으며, 6명 중 5명은 분석형 설계 도구가 환경성
능의 지식적 확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참여 건축가 6명 중 3명은 생성형 설계 도구가 건축가의 창의성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고, 6명 모두 환경 성능기반의 설계 도구가 창의성에 방해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6명 중 5명이 환경 성능적 정보가 창의성 발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고, 생성형 설계 도구가 건축가의 직관적 능력을
감소시키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6명 모두 환경 성능분석 결과가 건축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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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관적 능력을 감소시키지 않는다고 답했다.
나) 사례 연구 참여 후 인터뷰 분석
건축가가 환경 성능기반의 생성형, 분석형 설계 도구를 활용하는 다양한
설계 프로세스를 경험한 후 환경 성능기반 설계 프로세스에 관한 인식과 태
도에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n 설계과정에서 환경성능의 중요도에 관한 생각 변화

설계과정에서 환경성능이 어느 정도 중요하냐는 질문에 대한 참여 건축
가들의 사례 연구 참여 전과 후의 대답을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중간이
다”에서 “중요하다”로 생각의 변화가 있었던 건축가가 1명, “중요하다”에서
“매우 중요하다”로 생각의 변화가 있었던 건축가가 2명으로 나타났다. 환경
성능기반의 생성형, 분석형 설계 도구를 활용하는 다양한 설계 프로세스를
경험한 후 건축가 6명 중 3명이 환경성능에 대해 더 중요하다고 느끼게 되
었다. [표 92]
n 환경성능에 관한 관심 및 행동 변화

여 후 인터뷰에서 모든 건축가가 환경성능에 관한 관심이 증가했다고
대답했으며, 6명 중 3명은 환경 성능기반의 설계 도구를 활용하는 설계과정
을 경험하면서 실질적으로 건축물의 환경성능과 관련한 조사를 진행하는
등의 행동 변화를 가져왔다고 답했다. 환경 성능기반의 생성형, 분석형 설
계 도구의 활용이 건축가의 환경성능에 관한 관심을 증가시키고 호기심을
발생시켜서 실질적인 행동의 변화를 끌어낸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93]
참

n 생성형 설계 도구의 활용과 창의성 발현의 관계

생성형 설계 도구의 활용과 창의성 발현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하서는 6명
중 3명은 긍정적으로 대답했으며 사례 연구 참여 전과 후의 변화가 없었다.
생각의 변화가 있었던 3명 긍정에서 부정으로 혹은 중간에서 부정으로 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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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정적으로 생각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94]
생성형 설계 도구가 건축가의 창의성에 도움이 되냐는 질문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건축가들은 본인이 생각하지 못했던 형태를 설계 도구가 제공
하는 것에 대해 건축가의 선택 폭이 넓어졌다고 인식하였고, 생성형 설계
도구가 건축가의 창의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대답을 한 건축가들은 생
성형 설계 도구가 제공하는 형태에 대해 제약으로 느껴졌다고 답했다. 생성
형 설계 도구의 결과물에 대해서는 건축가의 성향과 가치관에 따른 차이가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명

(2) 환경 성능기반 설계 프로세스의 유용성에 관한 참여 건축가의
의견 종합
n 환경 성능적 지식의 확장

환경 성능적 지식의 확장에 가장 도움이 된 설계 프로세스는 어떤 것이냐
는 질문에 6명 중 3명이 생성과 분석을 결합한 설계 프로세스라고 답했으
며, 3명은 분석형 설계 프로세스라고 답했다. 위 질문에서 생성형 설계 도구
와 건축가의 창의성 발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답했던 3명의
건축가 중 2명이 환경 성능적 지식의 확장에 대해서는 생성과 분석을 결합
한 설계 프로세스를 선택했는데, 이들은 생성형 설계 도구가 생성한 형태의
조형적 측면에 제약을 느꼈지만, 아트리움의 크기, 위치, 형태를 정보로 인
식하고 작업하였고, 결과적으로 생성형 설계 도구를 활용하여 환경성능이
우수한 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고 대답했다. [표 95]
n 4개의 설계 프로세스 중 가장 효과적인 설계 프로세스는?

가장 효과적인 설계 프로세스를 선택하라는 질문에 참여 건축가 6명 중 3
명이 생성과 분석을 결합한 설계 프로세스를 나머지 3명은 분석형 설계 프
로세스를 선택했다. 생성과 분석을 결합한 설계 프로세스를 선택한 건축가
들은 본인이 생각하지 못한 형태를 고려할 수 있고, 환경성능을 바탕으로
생성된 형태를 통해 환경 성능적 지식을 얻을 수 있으며, 이후 진행되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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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과정을 통해 지속적인 성능평가가 이루어지는 점에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답했다. 분석형 설계 프로세스를 선택한 건축가들은 생성형 설계 도구가 본
인의 형태적 자유로움을 제한한다고 느꼈으며, 본인이 생성한 안에 대해 지
속적인 성능평가를 진행하는 분석형 프로세스가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답했
다. [표 96]

4.3. 소결
(1) 생성과 분석을 결합한 설계 프로세스의 우수성
생성과 분석을 결합한 설계 프로세스로 설계를 진행할 때 설계의 내용상
으로도 환경 성능적 관점을 포함하는 설계안을 생성하며, 성능적으로도 가
장 우수한 설계안을 생성한다. 그리고 건축가가 생성과 분석을 결합한 설계
프로세스로 설계를 진행할 때 일조 성능을 기반으로 생성된 아트리움의 형
태를 유지하거나 부분적으로만 수정하는 경우가 전폭적으로 수정하거나 반
영하지 않은 경우보다 많았다.
사례 연구에 참여하기 전 건축적 개념에 환경 성능적 관점을 담을 필요에
대해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건축가들도 생성과 분석을 결합한 설계
프로세스를 진행하면 해당 설계안의 건축적 개념이 환경 성능적 관점을 포
함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환경성능이 건축 디자인을 이끄는 원동력
일 수 있는가에 대해 긍정적이지 않았던 건축가들도 생성과 분석을 결합한
설계 프로세스를 진행하면 환경성능이 건축 디자인을 이끄는 원동력인 설
계안을 생성하는 것을 이번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2) 생성형 설계 도구에 관한 건축가의 상반되는 태도
본 연구를 통해서 생성형 설계 도구를 활용해서 sDA 기준을 만족하는 아
트리움을 생성한 후, 분석형 설계 도구를 활용하여 ASE를 조절하는 과정이
일조 성능이 우수한 설계안을 도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참여 건축가 6명 중 3명은 생성과 분석을 결합한 설계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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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스를 가장 효과적인 설계 프로세스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나머지 3명은
분석형 설계 프로세스를 가장 효과적인 프로세스로 선택하였다. 이들은 생
성과 분석을 결합한 설계 프로세스가 실제 성능적으로 가장 우수한 설계안
을 도출한 것을 알지만, 생성형 설계 도구가 생성한 아트리움의 조형적 특
징에 반감을 갖거나 도출된 아트리움의 형태를 반영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으며, 이로 인해 설계과정에서 형태적으로 자유롭지 못하다고 느꼈다
고 대답했다.
(3) 생성형 설계 도구의 개선사항
참여 건축가 6명 중 4명이 생성형 설계 도구가 생성한 아트리움의 형태적
특징보다 생성된 아트리움의 크기와 위치를 설계과정에 반영했다. 또한, 참
여 건축가 대부분 생성된 아트리움의 크기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으며, 용적
률 계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층별 면적 정보가 도출되길 원했다. 참여 건
축가들이 지적한 생성형 설계 도구의 개선할 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ü
ü
ü

ü

아트리움의 형태가 강하다.
아트리움의 크기가 너무 크다.
아트리움의 층별 면적 정보를 알 수 있었으면 좋겠으며, 전체 면적을 조
절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ASE 조절을 위해서는 천창형이 아닌 측창형 아트리움이 더 유용하다.

본 연구에서 진행한 일조 성능기반 설계 도구 활용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3
장에서 개발한 일조 성능기반 아트리움 설계 도구의 개선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아트리움 평면 형태의 단순화
현재는 사용자가 지정하는 범위 내에서 평면상으로 다양한 크기와 위치
의 사각형이 모두 가능하도록 아트리움의 평면 형태를 점 4개로 규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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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이다. 이를 사용자가 지정하는 범위 내에서 정사각형을 생성하고 그 정
사각형의 크기와 위치만 변화하도록 설정을 바꾸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2. 아트리움의 층별 면적 정보 산출 및 전체 면적의 조절
현재는 건축물의 연면적 계산을 위한 아트리움의 층별 면적 정보 산출이
불가능하다. 아트리움의 층별 면적 정보를 도출하고 층별 면적의 합을 일정
규모 이내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한다.
3. 천창형 아트리움이 아닌 측창형 아트리움으로 수정
현재는 지붕 면과 같은 높이에 천창이 생성되어 천창형 아트리움이 생성
되는데 아트리움의 지붕이 건물의 지붕 위로 돌출하는 형태로 수정하여 측
면을 통한 채광이 이루어지는 측창형 아트리움으로 수정하는 것을 고려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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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연구의 요약 및 의의
5.1.1. 연구의 요약
건축 실무에 있어서 환경 성능기반에 의한 설계를 적용하는 영역은 아직
은 기초적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시도를 추구하는
건축가들뿐만 아니라 건축계를 이끌어가는 주요 건축가를 중심으로 이러한
현상이 점점 확산하고 있으며, 향후 건축계 전반에 걸쳐 큰 변화가 있을 것
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기본 전제는 건축 설계 과정에서 초기 단계에 이루어지는 형태
의 생성과정에 환경 성능분석과정이 결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의 주된 관점은 건축가의 창의적이고 주관적인 사고에 기반을 둔 형태
생성과정에 환경 성능분석과정이 결합하여 발생하는 설계안의 내용적 변화
와 성능적 변화, 그리고 이로 인한 건축가의 생각이 설계과정을 거치면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현재 보편화된 환경 성능기반의 설계 도구는 건축가가 만들어 낸 설계안
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는 분석형 설계 도구이다. 이는 만들어진 디자인의
환경성능에 대한 검증 도구로 활용된다. 하지만, 이 분석형 도구는 많은 디
자인 정보를 요구하는 반면, 형태 생성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디자인 탐
색의 도구로 활용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해외
의 국제적인 건축사사무소의 경우 전문 환경 컨설팅 회사와 긴밀히 협업하
거나, 프로젝트별로 생성형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설계에 활용하고 있다.
대다수 건축가가 디자인과 환경성능 간의 결합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
하고 있지만, 아직 설계의 초기 단계에서 건축가가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설계 도구는 보편화 되어있지 않으며, 이를 설계과정에 어떻게 활용하면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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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인지에 대한 연구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자 생성과 분석을 결합한 환경 성
능기반의 설계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제안하였다. 생성과 분석을 결합한 환
경 성능기반의 설계 프로세스 구축을 위해 일조 성능기반의 생성형 설계 도
구를 개발하고 실무에 종사 중인 건축가를 대상으로 다양한 설계 프로세스
를 비교하는 사례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도구 활용의 경우를 네 가지로 명확히 분류하였다. 생
성형 설계 도구와 분석형 설계 도구를 각각 활용할 때, 생성형 설계 도구와 분
석형 설계 도구를 함께 활용할 때, 그리고 두 도구를 사용하지 않을 때, 설계
의 내용적, 성능적 차이를 밝히고 사례 연구를 통한 건축가의 생각 변화를 분
석하여 설계 프로세스에 따른 건축 실무상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서술하였다.
생성형 설계 도구는 건축가가 임의로 만들어 낸 안에 대해 환경성능을 보
완, 혹은 개선하는 수동적 태도에서 환경성능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로의 전
환을 가능하게 하며, 보다 근본적으로 친환경성을 내재한 디자인을 생성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는 생성형 설계 도구가 디자인의 후기 단계에서 활
용되는 것이 아니라 초기 단계에서부터 형태 생성의 도구로 활용되기 때문
이며, 환경 성능적 목표를 갖는 형태를 생성하기 때문이다.
생성형 설계 도구는 직접 형태를 생성하기 때문에 설계 도구의 개발과정
에서 형태변수의 설정과 환경 성능적 목표의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생성형 설계 도구의 개발과정에 실제 이 도구를 사용하는 건축가의 설계과
정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설계 도구는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참여 건축가가 다양한 설계 프로세스를 통해 아트리움 설계
를 진행하였고 그 내용을 분석하여 건축가의 활용 과정과 의견을 반영한 생
성형 설계 도구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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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인 연구의 흐름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을 제시하고, 연구의 범위를 한정하
였으며 전체적인 연구의 방법 및 절차를 서술하였다. 현재 건축계에 등장한
다양한 환경 성능기반의 설계 도구를 분석형과 생성형으로 분류하고 그들
의 장점과 한계를 서술하였다. 환경 성능기반의 생성과 분석을 결합한 설계
프로세스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설계의 초기 단계에서 형태 생성과 환
경성능의 결합이 가져올 장점에 관해 서술하였다. 연구의 방법 및 절차에서
는 선행연구 분석을 바탕으로 생성형 설계 도구를 개발하고 실무 건축가를
대상으로 다양한 설계 프로세스로 설계를 진행하는 사례 연구를 연구의 방
법으로 제시하였다. 생성형 설계 도구의 개발에서 시작하여 다양한 설계 프
로세스의 구축, 설계 프로세스별 설계안의 분석, 그리고 다시 생성형 설계
도구의 개선방안 도출에 이르는 일련의 연구 흐름을 서술하였다.
2장 환경 성능기반 설계 도구의 개발 및 실무 활용사례 분석에서는 생성
형 설계 도구 개발에 관한 국내외 연구의 고찰을 통해서 생성형 설계 도구
의 구조와 형태변수 설정 과정, 그리고 목표 설정 과정에 대하여 알아보았
다. 한편으로는 국제적인 건축사사무소의 환경 성능기반의 설계 도구 활용
사례를 분석하여 설계과정에서 사용성을 고려한 생성형 설계 도구의 개발
방향 및 필요요건에 대해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루버 설계 알고리즘의 사
례를 통해 생성형 설계 도구의 개발과정을 알아보고 실제 프로젝트에서 생
성형 설계 도구가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분석하여 생성형 설계 도구의 개
발 및 활용 프로세스에 대해 알아보았다.
3장에서는 일조 성능기반 아트리움 설계 도구를 개발하고 이를 실무에 종
사 중인 건축가가 활용하는 사례 연구의 계획 과정을 서술하였다. 일조 성
능기반의 아트리움 설계 도구를 개발하기 위해 아트리움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형태변수를 설정하였다. 또한, 기존의 분석형 설계 도구를 활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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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개발한 생성형 설계 도구를 검증하였다. 사례 연구의 계획에서는 생성형
설계 도구를 활용하는 설계 프로세스, 분석형 설계 도구를 활용하는 설계
프로세스, 생성형과 분석형 설계 도구를 함께 활용하는 설계 프로세스, 그
리고 환경 성능기반의 설계 도구를 전혀 활용하지 않는 설계 프로세스를 비
교하는 사례 연구의 진행 방법을 계획하고 참여 건축가가 제출하는 결과물
의 분석 방법을 제시하였다.
4장에서는 3장에서 계획한 일조 성능기반 설계 도구 활용 사례 연구의 분
석을 진행하였다. 6명의 건축가가 각각 4개의 설계 프로세스로 설계를 진행
하였고, 그 결과물을 분석하여 설계 프로세스에 따른 내용적, 성능적 차이
를 밝히고 건축가의 생각 변화를 관찰하였다. 결과적으로 생성과 분석을 결
합한 설계 프로세스가 가져오는 설계의 내용적, 성능적 변화와 건축가의 생
각 변화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ü

ü

생성과 분석을 결합한 설계 프로세스는 건축가의 환경 성능적 관심 여
부와 상관없이 더 친환경성을 내재한 설계안을 생성한다.
생성과 분석을 결합한 설계 프로세스는 실제로 성능이 더 우수한 설계
안을 생성한다.

또한, 참여 건축가의 아트리움 형태의 생성 및 변형 과정을 단계별로 관
찰하여 건축가가 생성형 설계 도구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아보았다.
여 건축가 6명 중 4명의 건축가가 생성형 설계 도구가 생성한 형태의
조형적 특징보다 아트리움의 평면상 크기와 위치, 천창의 크기와 위치
등 아트리움의 형태적 정보를 활용하였다.

ü 참

생성형 설계 도구에 관한 건축가의 반응은 반반으로 갈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6명 중 3명의 건축가는 생성과 분석을 결합한 프로세스를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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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설계 프로세스라고 생각했지만, 나머지 3명의 건축가는 생성형 설
계 도구가 생성한 아트리움의 조형적 특징이 건축가의 자유로움을 제한한
다고 느껴 분석형 설계 프로세스를 더 선호한다고 대답했다.
여 건축가들이 지적한 생성형 설계 도구의 단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참
ü
ü
ü

ü

아트리움의 형태가 강하다.
아트리움의 크기가 너무 크다.
아트리움의 층별 면적 정보를 알 수 있었으면 좋겠으며, 전체 면적을 조
절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ASE 조절을 위해서는 천창형이 아닌 측창형 아트리움이 더 유용하다.

이를 바탕으로, 일조 성능기반의 아트리움 설계 도구의 개선방안을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ü
ü
ü

아트리움의 평면 형태의 단순화
아트리움의 층별 면적 정보 산출 및 전체 면적의 조절
천창형 아트리움이 아닌 지붕 위로 돌출하여 측면을 통한 채광이 이루
어지도록 단면 형태 수정

이상에서 본 연구의 전체 구성에 따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제시하
였다. 본 연구는 생성과 분석을 결합한 환경 성능기반의 설계 프로세스가
건축 실무 전반에 끼치는 영향을 증명하고자 일조 성능기반의 아트리움 설
계 도구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는 사례 연구를 통해 생성과 분석을 결합
한 설계 프로세스의 우수성을 규명하였다. 또한, 건축가가 설계과정에서 설
계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분석하여 그 내용과 사용자의 의견을 반영
한 생성형 설계 도구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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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연구의 의의
건축 설계 과정에서 형태의 생성과정은 건축가의 창의성과 전문지식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이 과정은 건축가의 주관적 판단으로 이루어
지기에 개인적 가치관의 영향이 크며 때로는 그 과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형태의 생성과정에 환경 성능분석과정을 결합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정량적인 환경 성능적 목표하에 생성된 형태를 건
축가가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형태의 활용이 전체 설계 프로세
스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일조 성능기반의 아트리움 형태를 생성하는 설
계 도구를 개발하고 6명의 건축가를 섭외하여 일조 성능기반의 설계 도구
활용 사례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환경성능 분야 전문가가 아닌 건축가의 관점에서 활용 가능한
환경 성능기반의 생성형 설계 도구를 개발하였다. 그리고 건축가의 설계과
정을 고려하여 생성형 설계 도구와 분석형 설계 도구를 함께 활용하는 생성
과 분석을 결합한 설계 프로세스를 제안하였다. 실무에 종사 중인 건축가를
대상으로 이를 다양한 설계 프로세스의 비교를 통해 생성과 분석을 결합한
설계 프로세스의 효과를 밝히는 사례 연구를 진행하였다. 생성형 설계 도구
와 분석형 설계 도구를 건축가가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는지 분석하고, 다양
한 설계 프로세스를 경험한 건축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생성형 설계 도구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설계 도구의 개발 모형을 구축하였다.
사례 연구 분석 결과, 건축가의 생성형 설계 도구에 대한 태도는 호불호가
정확하게 갈리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참여 건축가는 모두 생성형 설계 도구
와 분석형 설계 도구를 활용할 때 내용적으로 환경성능을 더 많이 고려하고,
성능적으로 더 우수한 설계안을 도출했지만, 6명 중 3명은 생성형 설계 도구
가 생성한 형태의 조형성에 대해 건축가의 창의성을 제한한다고 인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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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생성형 설계 도구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한 건축가는 본인이 생각하
지 못한 형태를 제시하는 점을 생성형 설계 도구의 장점으로 꼽았다.
하지만, 아트리움의 생성 및 형태 변형 과정의 분석을 통해 건축가가 생
성형 설계 도구가 생성한 형태의 조형적 특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보다
형태를 수정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었고, 인터뷰를 통해 참여
건축가 대부분 생성형 설계 도구가 생성한 형태의 조형적 가치보다 결과물
의 형태적 정보에 더 많은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생성형 설계 도구를 개발할 때 형태변수의 설정 과정과
환경 성능적 목표 설정 과정에 건축가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환경성능 전문가와 건축가의 관점은 전혀 다르며, 생성형 설계 도
구의 개발과정에 실제로 이 도구를 사용하는 건축가의 설계과정이 반영되
지 않는다면 그 도구는 설계과정에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무에 종사 중인 건축가를 대상으로 생성형 설계 도구를 활용
하는 사례 연구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을 자세히 관찰하고 분석하여 건축가
의 활용내용이 반영된 생성형 설계 도구의 개발 모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생성과 분석을 결합한 환경 성능기반의 설계 프로세스가 건축 실
무의 세 가지 영역, 즉 설계의 내용적 변화, 성능적 변화, 그리고 건축가의 생
각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양자 간에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연구의 가설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 모형에 있어 이러한 가설 검증을 위해 실제 건축가를 대상으로 한 사
례 분석을 연구방법으로 하였고 실제 생성과 분석을 결합한 환경 성능기반의
설계 프로세스가 건축 실무의 세 가지 영역에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
을 증명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핵심적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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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의 내용적 변화: 생성과 분석을 결합한 설계 프로세스로 설계를
진행하게 되면, 그 결과, 보다 근본적으로 친환경성을 내재한 설계안을 생
성한다.
√

설계의 성능적 변화: 생성과 분석을 결합한 환경 성능기반의 설계 프
로세스로 설계를 진행하게 되면, 그 결과, 실제로 성능이 우수한 설계안이
도출된다.
√

건축가의 생각 변화 : 생성과 분석을 결합한 환경 성능기반의 설계 프
로세스를 경험하게 되면, 환경성능에 대한 건축가의 인식에 있어서 변화가
생기고, 생성형 설계 도구와 분석형 설계 도구의 활용으로 인하여 환경성능
에 대한 지식적 확장이 일어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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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연구의 한계 및 추후 연구 방향
5.2.1.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생성과 분석을 결합한 환경 성능기반의 설계 프로세스를 제안
하고자 설계의 초기 단계에서 간단한 정보만으로 일조 성능에 최적화된 아
트리움의 형태를 생성하는 설계 도구를 개발하고 이를 건축가가 실제로 설
계에 활용하는 과정을 분석한 사례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핵심은 크게 두 영역으로 나뉘는데, 3장에서는 일조 성능에 영
향을 주는 아트리움의 형태변수를 규정하고 일조 성능을 기반으로 최적의
아트리움 형태를 생성하는 설계 도구를 개발하였다. 이후, 4장에서는 건축
가 6명을 대상으로 생성형 설계 프로세스, 분석형 설계 프로세스, 설계 도구
를 전혀 활용하지 않는 프로세스, 생성과 분석을 결합한 설계 프로세스로
설계를 진행하는 과정을 관찰하여 앞에서 개발한 생성형 설계 도구의 유용
성을 확인하고, 건축가가 생성형 설계 도구를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는지 분
석하였다. 그리고 다양한 설계 프로세스를 경험한 건축가의 의견을 반영하
여 생성형 설계 도구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설계 도구의 개발 모형을 제시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연구 범위의 제한에 따른 한계를 가지게 되며, 생성형
설계 도구의 개발과정에서 기술적 한계로 인하여 사용자의 다양한 의도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데도 일정 부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1) 연구 범위 제한에 따른 한계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연구자는 설계의 초기 단계에서 간단한 기본정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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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일조 성능에 최적화된 아트리움의 형태를 생성하는 설계 도구를 개발
하였다. 일조 성능에 영향을 주는 아트리움의 형태변수를 규정하고 일조 성
능기반의 아트리움 설계 도구를 개발하였다. 일조 유입 성능 최적화에 목표
를 두고 있으므로 아트리움의 설계과정에서 고려하는 다른 환경성능은 분
석에서 제외하였다. 예를 들어, 열 환경이나 자연 환기에 대한 고려는 배제
되어있다. 여러 목표 사이에서 조율에 관한 문제는 설계과정에서 건축가가
당연히 고민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건축가의 역할을 대체하는
아트리움 설계의 자동화가 아닌 부분 최적화를 통해 건축가와 상호작용하
는 설계 도구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므로, 다중 목표 최적화와 관련한 연구
는 별도의 연구로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다른 환경성능에 대
한 평가와 이들 간의 조율은 계획의 검증 단계에서 좀 더 전문적인 분석형
설계 도구를 활용하여 자세한 검토가 진행되어야 한다.
(2) 설계 도구의 기술적 한계
현재의 설계 도구는 건축가가 입력한 기본정보를 바탕으로 다양한 평면
적 단면적 형태, 크기, 위치, 축을 갖는 아트리움을 계속해서 생성하고 이에
대한 일조 성능을 평가한다. 여러 형태변수를 조합하여 1개의 아트리움을
도출하는 과정은 매우 신속하다. 하지만, 1개의 아트리움 당 일조 성능에 대
한 평가를 시뮬레이션으로 진행하는데 컴퓨터의 성능, 건물 형태의 복잡도,
층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현재로서는 약 10초에서 1분 사이의 시간이 소
요된다.
이렇게 형태를 생성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반복하고 유전자 알고리즘은
설정한 목표에 가장 가까운 형태를 찾는다. 연구를 진행해 본 결과, 현재의
유전자 알고리즘기술의 한계로 인해 최소한 30세대까지 분석을 진행해야
성능적으로 우수한 아트리움의 형태를 찾을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도
출한 개선방안을 반영하면 아트리움의 평면적 형태를 단순화하므로 최적
형태를 도출하기까지 시간이 현재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딥러닝 기반의 알고리즘을 활용하지 않는 한, 이 설계 도구의 구조는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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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마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필수적이다. 사용자로서는 몇 번의
활용 뒤 설계 도구가 앞의 사례를 학습하여 갈수록 최적의 형태를 찾는데
시간이 빨라진다면 훨씬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딥러닝 기
반의 알고리즘에 관한 연구가 많이 진행 중이므로, 향후 본 연구 결과에도
이 부분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앞으로, 딥러닝 기반의 환경 성
능평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2.2. 추후 연구 방향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진행해야 할 연구의 방향을 살펴보면 크
게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하여 제시할 수 있다.
첫째는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일조 성능기반의 아트리움 설계 도구의 개
선에 관한 연구이다. 참여 건축가들의 활용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제시한 설
계 도구의 개선방안을 반영하여 수정한 후 검증의 과정을 거치고, 또 다른
활용사례 연구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수정 보완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아트리움 설계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모든 요소를 탐색하고
이들에 관한 위계를 설정하여 다중 목표 사이에서 건축가의 의사결정을 돕
는 정량적인 시스템을 개발하는 작업이다. 본 연구에서는 아트리움의 일조
성능 최적화 설계 도구를 개발하였으며, 건축가가 생성형 설계 도구의 활용
을 포함, 다양한 설계 프로세스로 설계를 진행하는 과정을 관찰, 분석하는
사례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건축가가 아트리움을 설계할 때 고려
하는 것들, 그리고 우선시하는 것들이 건축가의 성향에 따라 편차가 큰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어떤 건축가는 생성형 설계 도구가 생성한 형태의 조
형적 가치에 대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일도 있었고, 어떤 건축가는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통해 더 많은 건축
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례 연구를 진행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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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결론

측면에서 본 연구는 아트리움의 설계를 위한 다양한 요소 간의 위계를 설정
하고 다중 목표 사이의 조율을 돕는 아트리움 설계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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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일조 성능기반 아트리움 설계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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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일조 성능기반 아트리움 설계 도구

그림 27 사용자의 외곽선 지정 및 층별 높이 입력

그림 28 외곽선 내부의 그리드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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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외곽선 내부의 사각형 생성

그림 30 아트리움 3차원 형태의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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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그림 31 DIVA 분석을 위한 그리드 생성

그림 32 SDA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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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점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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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그림 34 최적 모델의 채광 성능 분석 (전 층)

그림 35 기준 모델의 채광 성능 분석 (전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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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최적 모델의 저층부 분석

그림 37 기준 모델의 저층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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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설계 프로세스에 따른 내용적 변화 분석-다이어그램 분석
표 61 1번 건축가의 다이어그램 분석_ 사이트 A
1번 건축가

사이트 A
생성형

분석형

설계안

다이어그램1

다이어그램2

건축적 개념

박힌 수정 같은 아트리움 (O)

아트리움을 중심으로 디귿자 형태의
매스를 돌아가며 쌓기 (O)

요소별 환경 성능

매스(X), 입면(X), 공간구조(O)

매스(X), 입면(O), 공간구조(O)

디자인의 원동력

알고리즘으로 생성된 아트리움 (O)

아트리움과 각 방향으로 형성된 층별
외부공간과의 연결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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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 1번 건축가의 다이어그램 분석_ 사이트 B
1번 건축가

사이트 B
비활용

생성형+분석형

설계안

다이어그램

다이어그램

건축적 개념

단면적으로 돌면서 변화하는
아트리움의 형태(X)

어슷쌓은 매스를 관통하는 비정형의
아트리움(O)

요소별 환경 성능

매스(X), 입면(X), 공간구성(X)

매스(X), 입면(O), 공간구성(O)

디자인의 원동력

아트리움의 조형미(X)

조형미와 자연광의 조절(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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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 2번 건축가의 다이어그램 분석_ 사이트 A
2번 건축가

사이트 A
생성형

분석형

설계안

다이어그램

다이어그램

건축적 개념

두 개의 아트리움을 8자 형태로
감싸는 내부 공간(O)

코너를 깎아낸 매스와 입면의
루버(X)

요소별 환경 성능

매스(O), 입면(X), 공간구조(O)

매스(X), 입면(O), 공간구조(X)

디자인의 원동력

아트리움과 공간 구조, 매스와
아트리움의 형태(O)

매스의 형태, 입면, 동선(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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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4 2번 건축가의 다이어그램 분석_ 사이트 B
2번 건축가

사이트 B
비활용

생성형+분석형

설계안

다이어그램

다이어그램

건축적 개념

가려진 계단식 중정 (X)

전면의 계단식 보이드와 후면의
아트리움 (O)

요소별 환경 성능

매스(X), 입면(X), 공간구성(X)

매스(O), 입면(O), 공간구성(O)

디자인의 원동력

중정의 형태 (X)

보이드와 아트리움의 형태, 입면의
루버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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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5 3번 건축가의 다이어그램 분석_ 사이트 A
3번 건축가

사이트 A
생성형

분석형

설계안

다이어그램

다이어그램

건축적 개념

중정을 통해 자연광 유입(O)

중정을 통해 자연광 유입(O)

요소별 환경 성능

매스(X), 입면(X), 공간구조(O)

매스(X), 입면(O), 공간구조(O)

디자인의 원동력

중정의 형태, 대지의 형상(O)

중정의 형태, 대지의 형상, 루버(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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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6 3번 건축가의 다이어그램 분석_ 사이트 B
3번 건축가

사이트 B
비활용

생성형+분석형

설계안

다이어그램

다이어그램

건축적 개념

외부로 막힌 입면과 중정(O)

중정을 통해 자연광 유입 (O)

요소별 환경 성능

매스(X), 입면(X), 공간구조(X)

매스(X), 입면(O), 공간구조(O)

디자인의 원동력

중정의 형태, 대지의 형상(O)

중정의 형태, 대지의 형상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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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7 4번 건축가의 다이어그램 분석_ 사이트 A
4번 건축가

사이트 A
비활용

생성형+분석형

설계안

다이어그램

다이어그램

건축적 개념

디귿자 매스와 아트리움을 잇는
브릿지(X)

층별로 변화하는 아트리움(O)

요소별 환경 성능

매스(X), 입면(X), 공간구조(X)

매스(X), 입면(O), 공간구조(X)

디자인의 원동력

프로그램, 동선(X)

아트리움의 형태, 프로그램, 동선(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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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8 4번 건축가의 다이어그램 분석_ 사이트 B
4번 건축가

사이트 B
생성형

분석형

설계안

다이어그램

다이어그램

건축적 개념

기역자의 배치(X)

전면과 후면의 보이드(X)

요소별 환경 성능

매스(X), 입면(X), 공간구조(X)

매스(X), 입면(O), 공간구조(X)

디자인의 원동력

프로그램, 동선(X)

외부공간, 프로그램, 동선, 입면(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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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9 5번 건축가의 다이어그램 분석_ 사이트 A
5번 건축가

사이트 A
비활용

생성형+분석형

설계안

다이어그램

다이어그램

건축적 개념

양 쪽의 두 매스를 잇는 투명한
매스(X)

항아리형의 아트리움과 입면 계획을
통한 자연광 조절(O)

요소별 환경 성능

매스(X), 입면(X), 공간구조(X)

매스(O), 입면(O), 공간구조(O)

디자인의 원동력

동선, 프로그램, 조형미 (X)

채광, 조형미, 입면(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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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0 5번 건축가의 다이어그램 분석_ 사이트 B
5번 건축가

사이트 B
생성형

분석형

설계안

다이어그램

다이어그램

건축적 개념

하늘을 향한 렌즈같은 매스를
관통하는 아트리움(O)

아트리움을 통해 자연광 유입(O)

요소별 환경 성능

매스(X), 입면(X), 공간구조(X)

매스(X), 입면(O), 공간구조(O)

디자인의 원동력

채광, 조망(O)

프로그램, 채광(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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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 6번 건축가의 다이어그램 분석_ 사이트 A
6번 건축가

사이트 A
비활용

생성형+분석형

생성 다이어그램

다이어그램

다이어그램

건축적 개념

중정으로 열린 매스(O)

아트리움의 공간적 경험과 루버를
이용한 리듬감 있는 입면(O)

요소별 환경 성능

매스(O), 입면(O), 공간구조(X)

매스(X), 입면(O), 공간구조(O)

디자인의 원동력

조형미, 프로그램, 동선, 입면(X)

조형미, 채광, 프로그램, 동선,
입면(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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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 6번 건축가의 다이어그램 분석_ 사이트 B
6번 건축가

사이트 B
생성형

분석형

생성 다이어그램

다이어그램

다이어그램

건축적 개념

매스를 관통하는 사선으로 연결되는
보이드(O)

중정을 둘러싸고 다양하게 구성 된
크고 작은 박스의 적층(O)

요소별 환경 성능

매스(X), 입면(X), 공간구조(O)

매스(O), 입면(O), 공간구조(X)

디자인의 원동력

채광, 조형미(O)

프로그램, 동선, 입면(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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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3 비활용 프로세스의 형태 생성과정 분석
건축가

스케치

최종안

형태 생성 논리

1

조형성

2

조형성

3

조형성

4

공간적 경험

5

채광

6

공간적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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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4 분석형 프로세스의 형태 생성과정 분석
건축가

1차안

최종안

형태 생성 논리/
아트리움 변화 유무

1

공간적 경험/ X

2

아트리움 없음/ X

3

채광/ X

4

아트리움 없음/ X

5

채광/ X

6

채광/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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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계 프로세스에 따른 내용적 변화 분석-아트리움 형태의 생성 및
변형 과정 분석
표 75 생성형 프로세스의 형태 생성과정 분석
평면 형태변화
건
축
가

1

생성

최종안

유
지

크
기
조
정

부
분
수
정

대
폭
수
정

단면 형태 변화
무
시

O

2

유
지

크
기
조
정

부
분
수
정

대
폭
수
정

축 변화
무
시

O

유
지

조
정

무
시

O

O

O

O

3

O

O

O

4

O

O

O

5

O

6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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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6 생성형+분석형 프로세스의 형태 생성과정 분석
평면 형태변화
건
축
가

1

생성

최종안

유
지

크
기
조
정

6

무
시

유
지

크
기
조
정

부
분
수
정

대
폭
수
정

축 변화
무
시

O

O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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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시

O

O

O

조
정

O

O

O

유
지

O

O

4

5

대
폭
수
정

O

2

3

부
분
수
정

단면 형태 변화

O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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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계 프로세스에 따른 일조 성능의 변화
표 77 1번 건축가의 DA 분석_사이트 A
1번 건축가

사이트 A

알고리즘

생성형

분석형

설계안

DA 분석결과

sDA 300, 50

75.8

43.8

ASE 1000, 250

26.2

22.5

Pass/Fail

F

F

표 78 1번 건축가의 DA 분석_사이트 B
1번 건축가

사이트 B

알고리즘

비활용

생성형+분석형

설계안

DA 분석결과

sDA 300, 50

71.4

67.3

ASE 1000, 250

46.7

9.7

Pass/Fail

F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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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9 2번 건축가의 DA 분석_사이트 A
2번 건축가

사이트 A

알고리즘

생성형

분석형

설계안

DA 분석결과

sDA 300, 50

57.9

44.3

ASE 1000, 250

27.9

23.0

Pass/Fail

F

F

표 80 2번 건축가의 DA 분석_사이트 B
2번 건축가

사이트 B

알고리즘

비활용

생성형+분석형

설계안

DA 분석결과

sDA 300, 50

60.2

55.1

ASE 1000, 250

20.0

8.8

Pass/Fail

F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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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1 3번 건축가의 DA 분석_사이트 A
3번 건축가

사이트 A

알고리즘

생성형

분석형

설계안

DA 분석결과

sDA 300, 50

55.7

74.6

ASE 1000, 250

29.5

30.4

Pass/Fail

F

F

표 82 3번 건축가의 DA 분석_사이트 B
3번 건축가

사이트 B

알고리즘

비활용

생성형+분석형

설계안

DA 분석결과

sDA 300, 50

28.7

82.3

ASE 1000, 250

8.4

3.6

Pass/Fail

F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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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3 4번 건축가의 DA 분석_사이트 A
4번 건축가

사이트 A

알고리즘

비활용

생성형+분석형

설계안

DA 분석결과

sDA 300, 50

57.1

55.3

ASE 1000, 250

37.7

5.4

Pass/Fail

F

P

표 84 4번 건축가의 DA 분석_사이트 B
4번 건축가

사이트 B

알고리즘

생성형

분석형

설계안

DA 분석결과

sDA 300, 50

47.7

73.3

ASE 1000, 250

41.3

40.5

Pass/Fail

F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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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5 5번 건축가의 DA 분석_사이트 A
5번 건축가

사이트 A

알고리즘

비활용

생성형+분석형

설계안

DA 분석결과

sDA 300, 50

62.3

57.7

ASE 1000, 250

24.5

11.4

Pass/Fail

F

F

표 86 5번 건축가의 DA 분석_사이트 B
5번 건축가

사이트 B

알고리즘

생성형

분석형

설계안

DA 분석결과

sDA 300, 50

64.9

36.7

ASE 1000, 250

32.2

18.2

Pass/Fail

F

F

205

생성과 분석을 결합한 환경 성능기반 설계 프로세스에 관한 연구
표 87 6번 건축가의 DA 분석_사이트 A
6번 건축가

사이트 A

알고리즘

비활용

생성형+분석형

설계안

DA 분석결과

sDA 300, 50

67.8

57.1

ASE 1000, 250

42.6

14.6

Pass/Fail

F

F

표 88 6번 건축가의 DA 분석_사이트 B
6번 건축가

사이트 B

알고리즘

생성형

분석형

설계안

DA 분석결과

sDA 300, 50

81.6

52.9

ASE 1000, 250

46.5

22.4

Pass/Fail

F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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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환경 성능기반 설계 도구의 활용에 관한 건축가의 생각 변화
표 89 사전 인터뷰: 환경성능에 대한 인식
전혀
그렇지
않다

중간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3

2

건축 디자인의 주요 요소에 환경 성능을
고려하십니까

5

1

건축 디자인과 환경 성능적 디자인의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5

1

환경성능에 대한 인식

평소 건축물의 친환경성에 대해 어느 정도
중요도를 두고 설계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다

환경 성능적 문제를 건축적 디자인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3

2

환경 성능이 건축적 디자인을 이끌어가는
주요 원동력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

2

1

건축 디자인의 개념에 환경 성능적 관점을
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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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0 사전 인터뷰: 환경 성능적 지식의 확장

환경 성능적 지식의 확장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중간이
다

설계과정에서 환경성능에 대한 별도의
리서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의 환경성능에 대한 이해도가 건축
설계를 진행하시기에 충분하다고
평가하십니까?

1

3

그렇다

매우
그렇다

4

2

2

평소 설계과정에서 환경성능에 대한 지식적
도움의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4

환경 성능분석 소프트웨어의 활용이
보편화되면 건축가의 환경성능에 대한 지식
확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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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 사전 인터뷰: 설계 도구의 활용과 창의성의 발현

설계 도구의 활용으로 인한 창의성 발현에의
영향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생성형 설계 도구의 활용이 창의성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 성능기반의 설계 도구의 활용이
창의성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5

건축가가 해당 대지에 관한 다양한 환경
성능적 정보를 얻게 되면 창의성 발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중간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3

1

2

4

1

3

3

1

1

건축 디자인의 생성과정에 설계 도구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 디자인의 생성과정에서 생성형
알고리즘을 활용하면 건축가의 직관적
능력이 감소한다고 생각하십니까?

5

건축 디자인의 생성과정에서 환경 성능분석
결과를 활용하면 건축가의 직관적 능력이
감소한다고 생각하십니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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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2 전 후 인터뷰 비교: 환경성능의 중요도
설계과정에서 환경성능이 어느 정도 중요한가요?
(1 전혀 중요하지 않다, 2 중요하지 않다, 3 중간이다, 4 중요하다, 5 매우
중요하다)

참여 건축가

실험 전

실험 후

인식의 변화

1번 건축가

3

4

+1

2번 건축가

4

4

0

3번 건축가

4

4

0

4번 건축가

4

5

+1

5번 건축가

4

5

+1

6번 건축가

5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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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3 전 후 인터뷰 비교: 관심의 증가

환경 성능기반의 설계과정 경험 후 환경성능에 관한 관심이 증가했나요? 관심의
증가가 어떤 행동의 변화로 이어졌나요?

참여 건축가

관심 증가

행동 변화

내용

1번 건축가

O

X

2번 건축가

O

X

3번 건축가

O

X

4번 건축가

O

O

LEED 환경성능 기준 및 자연광 유입 조절
방법 연구

5번 건축가

O

O

환경성능 우수 사례에 대한 조사

6번 건축가

O

O

빛 환경에 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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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4 참여 후 인터뷰: 생성형 설계 도구와 창의성

생성형 설계 도구의 활용이 창의성에 도움이 되나요?

참여 건축가

실험 전

실험 후

1번 건축가

중간

중간

2번 건축가

긍정

긍정

3번 건축가

중간

부정

중간 -> 부정

4번 건축가

중간

부정

중간 -> 부정

5번 건축가

긍정

부정

긍정 -> 부정

6번 건축가

긍정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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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5 참여 후 인터뷰: 환경 성능적 지식의 확장

환경 성능적 지식의 확장에 도움이 된 설계 프로세스는?

참여 건축가

생성형

분석형

비활용

1번 건축가

생성형+분석형

V

2번 건축가

V

3번 건축가

V

4번 건축가

5번 건축가

V

V

6번 건축가

V

0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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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6 참여 후 인터뷰: 가장 효과적인 설계 프로세스

가장 효과적인 설계 프로세스는?

참여건축가

생성형

분석형

비활용

1번 건축가

생성형+분석형

V

2번 건축가

V

3번 건축가

V

4번 건축가

V

5번 건축가

V

6번 건축가

V

0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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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recent years, owing to the introduction of various environmental
performance analysis tools in the field of architecture, attempts have
been made to combine the environmental performance analysis with
architectural design process. Although the environmental performance
based architecture is still in its infancy, it is spreading among the
leading architects. It is expected to bring big changes in the near future
to the field of architectu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how environmental
performance based design process, which integrates generation and
analysis, affects an architect and his design. To do this, the research
develops a generative design tool based on the environmental performance,
and conducts a case study in order to observe and analyze how the
generation and analysis integrated process affects the design practice.
This study starts from the premise that the environmental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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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can be combined with the form generation in the early stage of
the architectural design process. In addition, the research examines the
changes in the design, the performance, and the thought process of the
architect, caused by the combination of the environmental performance
analysis and the form generation.
The environmental performance based design tools in the field are
analytical tools that evaluate the designs made by the architects.
However, the analytical tools cannot be used for the design exploration,
because it requires a lot of information to operate, and does not
participate in the form generation.
Most architects recognize the importance of combining architectural
design with environmental performance. However, the tools that
architects can easily use at the early stage of design are not common.
Furthermore, studies on how to use them more effectively in the design
process are also insufficient.
To overcome these problems, this study proposes the environmental
performance based design process that integrates generation and analysis
as an alternative. The study has developed the daylight performance
based design tool and has conducted case studies of six architects in
order to verify the usefulness of the environmental performance based
design process that integrates generation and analysis.
his research compares the four different design processes:
1) only using generative design tool
2) only using analytical design tool
3) using both generative design tool and analytical design tool
4) not using any design tool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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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case study analyzes the changes in the design, the performance,
and the thought process of the architects based on the four design
processes. The case study is to analyze and synthesize the influence of
environmental performance based design process that integrates
generation and analysis on the architectural practice.
T

he study has two parts: the development of the design tool and the
case study.
T

Chapter 3 discusses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generative atrium
design tool based on the daylight performance. Formal parameters for an
atrium have been drawn from the literature review. The tool is designed
to be used in the early stage of the design process; therefore it requires
only few input data. The tool is then verified by the existing daylight
performance evaluation tool, DIVA for Grasshopper.
Chapter 4 discusses the case studies of the six architects
experimenting with the four different design processes; the design
process using a generative design tool, the design process using an
analytical design tool, the design process using both generative and
analytical design tools, and the design process not using any design tool.
The case studies reveal how these architects use the generative atrium
design tool based on the daylight performance in their design processes.
The study analyzes the designs that results from the four different
design processes and finds the changes in the design, the performance,
and the thought process of the architects.
he study has developed a design tool based on the environmental
performance from architect’s perspective. In addition, the study has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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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osed a design process that utilizes both the generative design tool
and the analytical design tool, and has confirmed its usefulness through
the case studies.
In conclusion, the generative atrium design tool based on the daylight
performance developed through the study can be combined with other
environmental performance analysis tools. Then, it may play a significant
role in the design process. In addition, the tool is an open source project
developed with this possibility of expansion in mind. Therefore, future
researches should focus on this aspect of pos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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