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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partments with a southern exposure are often thought to have advantages in receiving winter sunlights and

summer natural ventilation. However, as due-south-apartments increase recently, the consideration for residential

environment for households with no southern exposure is necessary. In case of due-south-apartments, residents

prefer east-sided apartments than west facing apartments which might receive more hot sunlight in the afternoon;

however in case of west-oriented apartments with active ventilation, the interior area is bright until late afternoon

without unpleasant heat and has advantage in light environment aspects. This study aims to compare and

analyze merits and demerits of air flow and sunlighted environment of buildings through sunshine duration

simulation using CFD simulation ad sunlights about southeast-sided and southwest-sided apartments based on

general opinions for apartment directions. As results of the interior natural ventilation analysis, as the average air

flow speed in southwest-sided apartments was 1m/s faster than that of southeast-sided, it has effects of lowering

sensory temperature of residents in summer, and for sunlighted environment, southwest-sided apartments are

advantageous for sunlighted area for duration time inside.

As a result of the research, the calculation of physical residential environment of apartment residential space

should be reached through integrated evaluation of natural ventilation and sunlighted time from placement and

facing direction of the buildings considering characteristics and environment of each apartment, not based on

general opin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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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970년대 이래 경제성장과 급속한 수도권의 인구증가

는 주택 수요의 급증을 초래하였고 이에 따라 주거의 형

태가 단독주택에서 아파트로 급변하게 되었다. 또한 우

리나라는 온대기후에 속해 전통적으로 남향배치를 우선

시하였으며 이는 현재까지도 주거환경 결정에 중요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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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2011학년도 건국대학교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소로 여겨지고 있다.

초기의 아파트는 현재와 비교하면 낮은 대지 용적률과

인동간격으로 인해 대부분 아파트가 남향배치가 가능하

였으며 이에 따라 일조권 확보와 자연환기가 원활한 주

거환경을 갖출 수가 있었다. 그러나 대지 용적률이 증가

하면서 동일 대지 내에 다량의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

건물의 인동간격이 감소되었고 이로 인해 원활한 일조나

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특히 최대한의 용적률을 확보하기 위해 남향배치계획

을 할 수 없는 아파트가 생기게 되었고 최근에는 중정형

집합주택이라는 개념으로 ㅁ자형 단지배치와 같은 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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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단점

남향

- 연중 적정한 일사량으로 실내

가 쾌적함

- 자연환기에 유리함

동남향

- 오전에 일조량이 많아 학생, 노

인이 있는 가정에 유리함

- 저녁시간 주방 쪽으로 석양이

유입됨

- 오후에 일조가 없어 실내가 어

두움

- 겨울철 해가 일찍 사라짐

- 난방에 불리함

서남향
- 겨울철 오후 풍부한 일사량으

로 집이 밝음

- 오전에 일조가 없어 어두움

- 냉방에 불리함

동향

- 아침 일사가 눈부실 정도로 강

함

- 오전이 지나면 집에 일사가 되

지 않음

서향
- 오후 내내 일사가 강함

- 냉방비용이 많이 듬

<표 1> 아파트 방위별 특징

향 아파트가 확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아파트 설계 시

남향배치계획을 할 수 없는 세대를 어느 향으로 결정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거주자들은 대체로 남향을 선호하며 남향이

아닌 경우에는 동남향, 서남향 그리고 동향, 서향 순으로

선호하고 있으며 실제 아파트 가격에서도 이러한 순위로

다소 가격에 차이가 발생한다.1)

실제 서남향아파트는 오후부터 초저녁까지 해가 들기

때문에 여름철 실내가 매우 더우며 동남향 아파트는 오

전 일찍부터 해가 들고 오후가 되기 전에 해가 들지 않

아 여름철 서남향에 비해 실내가 비교적 덥지 않다. 하

지만 우리나라 아파트는 열용량이 큰 콘크리트로 지어지

기 때문에 벽체에 축열되어 발생하는 태양열이 동일하

다. 단지 열이 발생하는 시간대에 차이가 나는 것뿐이다.

동남향․서남향의 아파트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동남향의 아파트는 일출과 일몰시간이 빠르므로 오후부

터는 실내가 어두우며 일조를 필요로 하는 세탁물의 건

조에도 다소 불리할 수 있다. 반면 서남향은 오후 늦게

까지 해를 이용할 수 있고 오후에도 실내가 밝다는 장점

이 있다. 즉, 동남향과 서남향 아파트의 비교에서는 열환

경 외에도 빛으로 인한 심리적 영향이라든지 생활패턴에

관한 빛의 이용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특히 건물의 기류는 불규칙한 아파트 배치로 인하여

우리나라 여름철 주풍향인 남동풍이 분다고 단언할 수

없다. 숲이나 산, 또는 강에 인근한 아파트의 건물 기류

는 서남향의 아파트가 오히려 자연환기가 원활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일조환경 분석 외에 동남향 및 서남향 배

치의 기류에 대한 관련 선행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동남향과 서남향에 치우쳐있

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건물의 기류와 일조시간을 비교․

분석하는 것으로 이러한 연구는 아파트 향 배치의 계획

관련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아파트 동남향․서남향 배치에 따른 물리적 주거환경

을 연구하기 위한 대상 건물로 동남향과 서남향이 한 동

으로 구성된 강남의 H아파트 단지를 선정하였다. 동남향

과 서남향이 한 동으로 되어 있어 동일 조건 내에서 물

리적 주거환경의 비교가 용이하며 단지 내 아파트 동이

동일 시점에 지어지지 않고 건설회사가 부지를 입수할

때마다 건설됨으로써 건물 내 기류의 풍향이 정상적으로

예측되지 않는 단지이다.

본 연구에서는 물리적 주거환경에서 실내 기류와 일조

를 분석하기 위하여 동 전체가 아닌 1층(저층), 5층(중

1) 김명규, 공동주택의 향 및 일조시간에 따른 주택가격의 격차에 관

한 연구보고서, 한국감정원 부동산 Research, 2008

층), 10층(고층)의 주호로 범위를 한정하였다. 연구방법으

로는 첫째, 전산유체역학(CFD) 시뮬레이션을 통해 여름

철 동남향 및 서남향 아파트의 기류와 실내의 통풍냉각

효과를 분석하고 자연환기분석 시 온도차에 의한 압력은

환기의 원인으로 크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여

연구의 편의를 위해 풍압에 의한 환기만을 자연환기 원

인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Sunlight 프로그램과 3D

MAX 프로그램을 통하여 실내 일조범위와 일조지속시간

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2. 이론적 고찰

2.1. 아파트의 향별 특징

주택에서 남향을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경우는 현대 주

택에서도 나타나는 일반적인 견해이다. 풍수지리의 원리

를 적용한 양택론2)에서는 “각 실은 남향이 제일이고 동

향이 다음이요, 그 다음은 북향이며 서향은 좋지 못하다.

남향에 해가 있어야 양기를 받으며 남향에 창이 없어서

는 안 된다.”고 하였다.3) 손주연(2000)4)은 남향선호와 관

련하여 여러 기후 요소 중 일조환경을 해석하여 정남향

배치에서 동남향․서남향까지는 일조시간에서 유리하나

그 이상에서는 조금씩 불리해진다고 보았으며 연중 가장

많은 일조를 받을 수 있는 곳은 동남향과 동서향이지만

일반적으로 정남향이 가장 선호된다고 하였다.

다음 <표 1>은 일반적인 아파트 방위별 특징을 정리

한 것으로 모든 면에서 남향이 월등함을 알 수 있고 다

2) 풍수지리의 원리를 적용한 주택에 대한 주거입지론으로 주택을 건

축함에 있어 지세, 수세, 주변환경에 따라 터를 잡아 좌와 향을 정

하여 가장 안정적이고 풍수의 해를 입지 않고 밝고 쾌적한 가운데

집 내부에 순환할 것인가를 생각하여 집을 세우는 것을 말한다.

박준모, 풍수지리원리에 의한 주거입지의 선정과 주택리모델링에

대한 연구,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p.61

3) 발레리 줄레조, 아파트공화국(프랑스 지리학자가 본 한국의 아파

트), 후마니타스, 2007

4) 손주연 윤흥택, 공동주택 남향 획일화배치 개선에 관한 연구, 대한

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권 1호, 2000, pp.7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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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으로 동남향, 서남향 순이며 동향과 서향은 일사 및

부하에서 단점을 보인다.

또한 윤복자(1994)5)의 연구에 의하면 전통적으로 취침

시 머리를 두는 방향을 보면 95%이상의 사람들이 동향

과 남향을 선호하며 북향과 서향은 꺼리는 향이라는 결

과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아파트의 방위별 거주환경 특징

과 일치하는 연구결과를 보여준다.

2.2. 자연환기와 통풍냉각

바람은 일반적으로 지면으로부터 높이에 따라 속도가

증가하는 점성계층 유동이자 난류운동이다. 아파트의 고

밀화 및 고층화는 자연적인 바람의 흐름에 인위적인 변

화를 가져오게 하여 흐름이 감소되는 경우는 환기, 통풍

성능의 저하, 오염물질의 확산저해 및 정체문제를 유발

하고 급격한 흐름이 만들어지는 경우는 원치 않는 빌딩

풍6)이 발생하는 등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 일반적으

로 고층 아파트가 건설되면 주변 풍속은 50～100% 이상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상시 풍환경 재해지역(과다풍

속지역)이 발생할 수 있다.7)

건물 기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건물의 배치유형, 배

치 향, 인동간격, 층 수, 개구부의 크기 및 위치, 실내의

공기유동경로, 공기유동에 대한 저항 등 매우 다양하다.

(1) 자연환기력

자연환기는 공기의 온도에 따른 밀도 차에 의한 압력

차와 건물에 부는 바람에 의한 풍압 차에 의해 발생한

다. 실온이 외기온도보다 높으면 실내공기 밀도가 낮아

지므로 가벼워진 공기는 상승하고 이 때 개구부 상부 압

력이 하부보다 높아져 공기의 이동이 일어나며 실온이

외기온도보다 낮은 경우에는 반대 현상이 발생한다. 건

물로 불어오는 바람은 건물 주변에 복잡한 기류를 만들

며 정압부위는 대기보다 높은 기압을, 부압부위는 대기

보다 낮은 압력을 갖게 되어 실내 개구부를 통한 환기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세대를 기준으로 실내외의 차압이

크게 작용하면 자연통풍력에 의한 환기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기계적인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여름철 냉방

효과를 얻을 수 있다.

(2) 자연환기와 쾌적조건

환기는 인간의 쾌적성에 중요한 작용을 한다. 인체의

발열을 도울 뿐 아니라 수분을 제거하고 증발냉각을 도

모하며 오염물질이 축적되는 것을 막아준다.8)

5) 윤복자․이지현, 아파트 거주자의 주거의식에 내제된 전통성의 변

화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10권 제8호, 1994.8 pp.3-5

6) 주위 건물보다 눈에 띄게 높은 고층건물이나 큰 건물이 건설되면

그 주변에서 국부적으로 강한 바람이나 순환기류 등이 형성되며

이것을 통상 빌딩풍이라 부른다.

7) 김연정, 공동주택 주동형태와 주호평면에 따른 자연환기량 분석연

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8) 김강수, 건축환경계획, 기문당, 2004

실내에서 인간은 0.25m/s 이하의 기류는 느끼지 못하

며 0.25～0.5m/s의 기류 속도에서 가장 쾌적함을 느낀다.

여름철 인간의 열평형 상태는 다음의 <식 1>에 의해 결

정되어 진다.

S=M±R±C-E ····················································<식 1>

S : storage

M : metabolism

R : radiation S>0 일 때 Hot

C : conduction & convection S<0 일 때 Cold

E : evaporation S=0 일 때 Comfort

여기서 S=0일 때를 쾌적상태라고 한다. 여름철 복사,

전도, 대류 모두 대부분 +값을 가지므로 기류가 증발을

촉진시켜 축열을 내리는 방법이 인간의 쾌적함을 높이는

유일한 방법이다. 따라서 자연환기에 의한 실내 기류속

도의 증가는 통풍냉각효과를 증대시킨다.

(3) 환기와 유효온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쾌지수는 기온과 습도를 조합하

여 나타내는 수치를 말한다. 하지만 불쾌지수는 기류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수치이다. 유효온도(ET :

Effect Temperature)는 온냉감에 영향을 미치는 온도, 습

도, 기류 등을 고려․보상하여 동일한 온냉감으로 환산할

수 잇도록 한 등감각 온도척도이다. 여름철 1m/s의 기류

속도는 체감온도를 약 1℃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다.9)

(4) 맞통풍(Cross Ventilation)

아파트 실내의 통풍은 건물 주변의 압력차에 의해 발

생한다. 또한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에서는 자연적인 바

람의 방향과 풍속이 아닌 단지 바람길이 형성되기도 한

다. 이런 영향으로 모든 아파트의 실내 환기는 달라진다.

하지만 모든 형태 중 판상형 아파트의 환기 성능이 가장

우수하다. 그 이유는 외부에 면한 개구부가 많은 형태보

다 마주보는 면에 개구부가 있는 형태가 실내 전체적으

로 환기가 잘되기 때문이다. 이는 타워형 아파트에서 환

기가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2.3. 일조환경

(1) 일조와 일조권

일조는 태양광선이 구름이나 안개로 가려지지 않고 지

상으로 비치는 것으로 실제로 비친 시간을 일조시간이라

한다. 일조시간은 보통 1일이나 1개월 동안 비친 시간수

로 나타내며 일조시간을 통해 일사량 및 낮 동안의 운량

을 추정할 수 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거환경에서 일조에 매

우 높은 가치를 인정해왔는데 도시지역 건축물의 고층화

9) 고재귀, 흥미 있는 생활과학, 숭실대학교출판부, 2009,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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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고밀화 현상으로 주변 건물에 의한 일조저해가 사회

문제화 됨으로써 법으로 일조환경(일조권)을 보호하고

있다. 여기서 일조권이란 햇볕을 받아 쬘 수 있도록 법

률상 보호되어 있는 권리를 말한다. 우리나와 같이 북반

구에 있는 경우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북쪽 가옥의 거주

자가 남쪽에 인접한 타인의 토지 위를 가로질러서 태양

의 직사광선을 받고 있었는데 남쪽 토지에 그 사용권자

가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을 세움으로써 이를 방해받는

경우에 북쪽 거주가가 법적으로 그 보호를 요구할 수 있

는 권리를 말한다.10) 현재 국내는 동짓날 08시부터 16시

까지 총 4시간 이상 일조, 동일 09시부터 15시까지 연속

2시간 이상 일조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면 일조

권 침애를 인정하지 않는다.

(2) 일조와 심리적 효과

건물에 있어서 일조가 확보된다는 것은 개구부 앞에

장애물이 없어 일정한 공간이 전개되고 있고 개방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내에 적당한 밝기의 주광이 확

보되면 그와 함께 통풍, 전망, 개방감 등도 보장되므로

장애물에 의한 압박감 및 폐쇄감이 적다. 이러한 요인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구성하는 필수조건으로 일조 조건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태양광은 인

간의 시각적 반응에 가장 부합하는 광원으로 연색성을

위해 필요하며 거주자에게 쾌적한 시각적 환경을 제공함

으로써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고 인공조명에서 얻을 수 없

는 심리적, 생리적 안정감을 제공한다.

3. 시뮬레이션 개요

3.1. 분석대상 개요

본 연구의 대상 단지는 강남에 위치한 H아파트 단지

로 대상 단지의 개요는 <표 2>와 같다.

총 세대수 288세대

총 동수 2동 (313동, 314동)

최고층 12층

최저층 12층

준공년월 1981년 02월

면적 82㎡

전면도로 너비 30m 도로에 인접

<표 2> 분석 대상 아파트 개요

또한 <그림 1>은 대상 단지의 배치도로서 대상 동의

정면에 4층 규모의 중학교를 제외하고 12층～15층 높이

10) 이덕형․최창호․이현우, 건물 일조시간 계산방법(점, 면)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태양에너지학회논문집 제24권 제3호, 2004, pp.9-17

의 아파트단지가 밀집되어 있다. 특히 여름철 서울시의

평균 풍향인 남동풍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밀집된 아파트

단지가 대상 단지의 외부풍속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

단된다. 주변 아파트 단지 개요는 다음의 <표 3>과 같

다.

주변 단지 최고층

A 12층

B 12층

C 12층

D 12층

E 15층

F 14층

<표 3> 주변 아파트 단지 개요

<그림 1> 배치도 

<그림 2>는 대상 아파트의 단위세대 평면도로 판상형

평면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현관문과 발코니 창호 개방

시 맞통풍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다.

<그림 2> 단위세대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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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시뮬레이션 조건과 변수

(1) 자연환기 시뮬레이션

본 연구에서는 CFD 시뮬레이션으로 많이 사용되는

Star-CCM+ Ver.6.02를 이용하였으며 입력조건은 <표

4>와 같다. Mass Progress는 결과치가 비교적 정확하고

계산 수행이 빠른 육면체격자(Trimmer Mesh)를 사용하

여 수행하였다.

또한 풍속은 서울시의 8월 평균풍속인 남동풍 2.1m/

s11)를 이용하여 단지의 외부풍속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

과 대상 동에서는 풍속이 2.4m/s로 분다는 결과를 도출

해내어 이를 실내 자연환기분석에 적용하였다.<그림 3>

조건 비고

기류 유입 속도(m/s) 2.4 서울시 8월 평균 풍속 2.1

중력가속도(m/s2) 9.81

Mesh
Trimmer Mesh

Prism Laser mesher

물리적 조건

300(K) 유동장내 온도

101,326(Pa) 상압

1.184(㎦) 공기밀도

Segregated Flow

Non-isothermal Turbulent

K-Epsilon Turbulent Flow

Multi-layer all y+ wall process

Reynoles-averaged Navier-Stokes equatios (RANS)

<표 4> 자연환기 시뮬레이션 적용 개요

<그림 3> 단지 풍속도

(2) 일조환경 시뮬레이션

일조환경은 Sunlight Ver1.0을 사용하여 대상건물의

일조시간을 계산하였다. Sunlight는 태양의 고도와 방위

각의 계산 및 그림자의 배율을 자동으로 계산하여 일영

11) 기상청, 한국기후표, 2009

도 뿐만 아니라 일영차트를 자동적으로 작성하는 프로그

램이다. 다음 <그림 4>는 Sunlight Ver1.0에서 대상 건

물의 모델링 상태를 보여준다.

<그림 4> 대상 건물 모델링

또한 Sunlight 프로그램은 일조가 가능한 시간만을 계

산하므로 실제로 햇볕이 거실 안으로 어느 정도 들어오

는지는 알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3D MAX를

이용하여 시간별로 일사가 거실 내부의 어디까지 들어오

는지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내 거실에 투영되는 면적을

계산하여 동남향과 서남향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4. 시뮬레이션 결과분석

4.1. 기류분석

<그림 5>는 1층, 5층, 10층의 실내 기류속도를 보여주

고 있다. 같은 층일 때 서남향의 환기성능이 월등함을

알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표 5>, <표

6>과 같다.

1층 5층 10층

동남향 1.2 1.5 1.9

서남향 2.1 2.4 2.9

<표 5> 자연환기성능 평가 : 평균풍속(m/s)

1층 5층 10층

동남향 1.8 6.6 9.8

서남향 4.3 8.6 14.3

<표 6> 자연환기성능 평가 : 최대풍속(m/s)

분석결과 층고가 높아짐에 따라 환기 성능이 향상되며

특히 서남향 10층의 경우 평균풍속이 2.9m/s, 최대풍속

이 14.3m/s에 달해 매우 우수한 환기성능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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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a) 동향 b) 서향

5층

10층

<그림 5> 동남향과 서남향의 기류 속도 (1층, 5층, 10층)

또한 층고에 따라 동남향보다 서남향이 평균풍속에서

0.9m/s～1.0m/s의 차이로 우수한 환기성능을 보이고 최

대 풍속에서는 더욱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여름철

실내 설계온도를 26℃, 상대습도 50%로 설정하고 평균

풍속을 기준으로 자연환기에 의한 유효온도를 분석하면

<표 7>과 같다.

1층 5층 10층

동남향 24.9 24.7 24.4

서남향 24.1 23.7 23.1

<표 7> 자연환기에 의한 유효온도(℃)

그 결과 자연환기에 의한 체감온도의 차이는 각 층별

로 서남향이 동남향에 비해 0.8℃～1.3℃를 보여 여름철

서남향 아파트의 기류가 실내 거주자의 체감온도를 낮춤

으로써 쾌적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줌을 알 수 있다.

4.2. 일조환경분석

<그림 6>, <그림 7>은 대상 아파트의 일영차트로서

동남향 72세대, 서남향 72세대 총 144세대에 대하여 일

조 시간을 분석하였다.

a) 동남향

  

b) 서남향

<그림 6> Sunlight 일조시간분석 :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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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동남향

  

b) 서남향

<그림 7> Sunlight 일조시간분석 : 겨울

공통적으로 동남향은 오전에 많은 일조가 있고 서남향

은 오후에 많은 햇볕이 들어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를 계절별로 일조 가능한 시간을 분석한 것이 <표 8>,

<표 9>이다. 여름철 동향은 1층 13시 04분, 5층 13시 07

분, 10층 14시 29분 이후로는 전혀 일조가 되지 않으며

서향은 1층 10시 56분, 5층 10시 54분, 10층 10:37분 이후

종일일조가 가능하다. 서향집이 실내는 밝으나 열환경 면

에서는 여름철 냉방부하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층 5층 10층

여름 13:04 13:07 14:29

겨울 15:21 15:21 15:21

<표 8> 동남향 아파트 거실의 일조 불가능 시작시간

1층 5층 10층

여름 10:59 10:54 10:37

겨울 12:20 11:58 11:37

<표 9> 서향 아파트 거실의 일조 가능 시작시간

겨울철 일조시간을 살펴보면 동남향은 주변 건물의 영

향으로 오전 중에도 일조가 되지 않는 시간이 생기며 1

층, 5층, 10층 모두 13시 21분 이후로는 전혀 일조가 되

지 않아 오후 내내 실내가 어두우며 서남향의 경우 1층

12시 20분, 5층 11시 58분, 10층 11시 37분 이후부터 일

몰시까지 일조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분석 결과 겨울

철 동남향은 오전부터 어둡고 서남향은 낮부터 종일 일

조를 받아 겨울철 에너지 측면에서도 서남향이 동남향보

다 유리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공통적으로 고층부로 올

라갈수록 일조시간이 길어져 같은 향이라도 저층보다 고

층이 우수한 일조환경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또한 <표 10>, <표 11>은 여름철, 겨울철 거실의 총

일조시간을 나타낸다.

1층 5층 10층

동남향 305 308 330

서남향 304 306 323

<표 10> 여름철 거실 일조시간(분)

1층 5층 10층

동남향 320 415 442

서남향 225 317 442

<표 11> 겨울철 거실 일조시간(분)

여름철에는 동남향과 서남향의 일조시간 차이가 거의

없으나 겨울철에는 저층부에서 동남향이 길게 나타났다.

이는 대상 건물의 형태 때문으로 분석되며 고층부로 올

라 갈수록 시간 차이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8>은 3D MAX를 이용하여 겨울철 대상 건물

10층 거실로 들어오는 일조를 시뮬레이션한 결과이다.

오전에 햇빛이 들어오는 동남향과 오후에 햇빛이 들어오

는 서남향의 확연한 차이를 보여준다. <그림 9>는 시뮬

레이션 결과를 분석하여 햇빛이 거실에 투영되는 면적을

계산한 것이다. 총 면적은 거의 차이가 없으나 시간별로

동남향은 오전, 서남향은 오후에 넓은 면적의 햇빛이 투

영됨을 알 수 있으며 동남향은 오전 9시에 18.22㎡로 최

대 면적을 가지며 시간에 따라 면적이 줄어들고 서남향

의 경우 11시 후부터 햇빛이 들어 오후로 갈수록 면적이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강남의 H아파트 단지의 자연환기성능

과 일조환경 분석을 통해 동남향과 서남향의 물리적 주

거환경을 비교분석하였다. 그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표

12>와 같다.

첫째, 자연환기 성능에서 동남향, 서남향 모두 발코니

쪽이 (+)압력이 걸려 바람이 들어오고 출입구쪽으로 바

람이 나가는 형상을 보여준다. 또한 판상형 평면 형태를

가짐으로써 맞통풍이 가능하여 실 전체의 기류 흐름이

원활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여름철 냉방기계를

가동치 않는 경우 서남향이 동남향보다 시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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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동향

b) 서향

<그림 8> 동향 및 서향 아파트 거실 일조(08:00〜16:00)

<그림 9> 겨울철 거실의 일조 면적

평균 기류 속도 (m/s) 최대 기류 속도 (m/s) 유효 온도(℃)

1Floor 5Floor 10Floor 1Floor 5Floor 10Floor 1Floor 5Floor 10Floor

동향 1.2 1.5 1.9 1.8 6.6 9.8 24.9 24.7 24.4

서향 2.1 2.4 2.9 4.3 8.6 14.3 24.1 23.7 23.1

여름 일조시간(분) 겨울 일조시간(분) 일조 투영면적(㎡)

1Floor 5 Floor 10 Floor 1Floor 5 Floor 10 Floor 1Floor 5 Floor 10 Floor

동향 305 308 330 320 415 442 58.96

서향 304 306 323 225 317 442 55.47

<표 12> 결론

을 보여준다.

둘째, 기류속도에서는 여름철 동남향보다 서남향이 자

연환기에 의한 실내 평균기류속도가 0.9～1.0m/s 정도

빠르며 이를 유효온도로 분석하면 자연환기에 의한 통풍

냉각효과는 최대 1.8℃의 체감온도하강을 가져와 서남향

의 실내 쾌적환경이 더 나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여름철․겨울철 일조시간분석에서 대상 아파트

는 동남향과 서남향의 총 일조시간은 동남향이 조금 많

으나 오전에 집중되어 있고 겨울철 일조 가능시간은 동

남향의 경우 12시 21분 이후는 일조가 불가능 하지만 서

남향은 12시 20분 이후에 모든 층에서 오후 늦게까지 일

조가 가능하며 겨울철 실제 거실로 투영되는 면적은 동

남향과 서남향 모두 비슷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연환기와 일조를 통한 열환경분석은

고려하지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아파트 향에 대한 선호는

남향, 동남향, 서남향, 동향, 서향의 순서이지만 주거환경

계획의 바람직한 방향은 해당 단지의 지역적 특성을 고

려하여 종합적 평가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실내 디자

인계획에도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함을 제

안하고자 한다. 추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아파트의 냉난방에너지 소비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열환경 분석을 통하여 주거환경 계획의 방향을 모색하고

이를 통한 실내계획방법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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