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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오늘날 도시성장과 인구밀집으로 인해 많은 대도시에서 빌딩숲이 생겨나고, 그로인한 쾌적한 거

주환경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일조권 침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법규 및 

관련분야의 연구가 수행되기 시작하였으나, 특정 전문기관에 의뢰 없이 일반인이 쉽게 건물 층별 

일조권을 파악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간정보 오픈 플랫폼을 이용하여 도

시음영지역 분석 시뮬레이션을 통한 건물 객체별 일조량을 산정하였다. 연구 대상지는 부산광역시

에 위치하고 있는 해운대구 신도시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해운대구 신도시지역에 대한 

공간정보를 구축하기 위해 기 구축된 건축물 3차원 공간정보 데이터에서 건물높이를 추출하고, 태

양의 고도와 방위각을 이용하여 3차원 도시 공간 음영분석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건물의 각 

객체별 일조권을 연속 일조시간과 총 일조시간으로 구분해 정량적으로 분석함으로서 일조권 침해 

여부를 보다 정밀하게 간편하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일조 시간, 일조권, 3차원, 공간정보, 오픈 플랫폼

ABSTRACT

Due to urban growth and increasing population density, many large cities contain 

building forests. Moreover, due to increasing demands for pleasant residential envir- 

onments, there is growing concern over the encroachment of sunshine. Although 

research on related laws and other related fields is emerging, there is a limit to the 

extent to which the public can easily determine the amount of sunshine per building 

without referral to specialized agencies. Therefore, in this study, the dura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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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shine per building object was calculated via a simulation of urban shaded area using 

a spatial information open platform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The study area 

was the‘L’apartment complex located in the new city, Haeundae, Busan, China. To 

perform the duration of sunshine simulation for three-dimensional urban spatial objects, 

the building height was extracted from pre-built three-dimensional spatial information 

data, and the position of the sun was determined from calculations of the altitude and 

azimuth of the sun. This study provides a more precise and easier method of judging 

whether sunshine is impeded from reaching buildings by quantitatively analyzing 

sunshine and classifying the total duration of sunshine and the continuous duration of 

sunshine on each object.

KEYWORDS : Duration of Sunshine, Right of Sunshine, Three-Dimension, Spatial Information,

Open Platform

서  론

우리나라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급속한 도시성

장으로 인해 많은 대도시에서 빌딩숲이 생겨나

고, 건물들이 무분별하게 고층화와 밀집화가 진

행되면서 그로인한 쾌적한 거주환경에 대한 요

구가 커지면서 일조권 침해에 대한 관심이 증가

하고 있다. 일조권이란 햇빛을 받아 쬘 수 있도

록 법률상 보호되어 있는 권리로서 생활을 하는 

데에 햇빛을 받아야 하는 것은 인체의 발육을 

위해서나 건강관리를 위하여, 또는 정신건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인구가 일정한 지역에 집중되어 살고 

있는 대도시 지역에서는 건물의 고층·밀집화로 

인해 일조권 확보가 어려워졌고 이로 인해 다양

하고 많은 일조권 침해관련 법적분쟁이 발생하

고 있다. 이러한 피해사항을 최소화하고 일조권

을 보장하기 위해 건축법에서는 일조 등의 확보

를 위해 건축물의 인동 거리 및 높이를 제한하

고 일조권 침해여부 평가와 관련한 법규 및 관

련분야의 연구가 수행되기 시작하였으나, 특정 

전문기관에 의뢰 없이 혹은 현장실측 없이 일반

인이 쉽게 건물 객체(세대)별 일조권을 파악하

는 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

시까지 6시간 중 연속하여 2시간 또는 오전 8시

부터 오후 4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총 4시간 

정도 일조시간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법규상의 

일조 기준에 따라 각각의 객체별 일조권을 총 

일조시간과 연속 일조시간으로 구분하여 정량적

으로 분석함으로서 일조권 침해여부를 보다 정

밀하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공간정보 오픈 플랫폼인 

브이월드 API를 이용하여 도시음영지역 분석 

시뮬레이션을 통한 건물 객체별 일조시간을 정

략적으로 산정하여 법적 분쟁에 있어서 정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자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정 데이터가 아닌 공간정보 오픈 플랫폼에 

기구축된 API를 활용함으로서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일조환경을 분석할 수 있으며, 일조권

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기존에

는 없었던 사용자 편의성을 갖춘 공간정보 오픈 

플랫폼 기반 일조시간 산정 프로그램을 구축하

고자 한다.

선행 연구

일조 환경 및 일조권을 주제로 발표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동주택의 배치유형에 따른 적정 일조환경에 

관한 연구(Jeong, 1997)에서는 주택단지에서 일

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요소들을 제시하여 공

동주택의 배치유형에 따른 일조환경을 평가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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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Flow chart

다. 3차원 도시공간정보 구축에 의한 일조환경 

분석(Gu, 2007)에서는 LiDAR 자료를 사용하

여 3차원 도시공간정보를 구축하였다. 연구결과 

LiDAR 측량을 한 지역에 한해 정확한 일조환경

을 분석하였다. 공동주택의 배치유형에서 나타나

는 북측동의 실내일조환경에 관한 연구(Park, 2 

009)에서는 주동형식과 배치 형태에 따른 일조

환경을 평가하였다. 열구결과 공동주택의 배치유

형에 따른 일조환경을 평가하였다.

이상의 연구동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 

일조시간 산정 기법의 경우에는 3차원 건물모델 

구축 시 객체별 일조권 침해 여부보다는 건물 

높이만을 계산하여 모델링하기 때문에 정량적 

분석에 있어서 정확한 일조시간 산정이 어렵다.

또한 일조 시간을 산정할 때마다 매번 3차원 데

이터를 직접 실측하거나 기존의 데이터를 사용

하므로 연구 범위가 매우 좁고, 정확도가 낮다

는 단점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일조 환경 분석 

시에 문제가 되는 분석모델의 정확도를 향상시

키기 위해 공간정보 오픈 플랫폼 API를 활용하

여 대상지역의 시간별 그림자변화를 시각적으로 

나타내고 각각의 객체에 대한 총 일조시간과 연

속일조시간을 산정하여 일조 환경 분석을 수행

함으로써 정량적으로 일조권 침해 여부를 판단

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은 그림 1에서 

보인 것처럼 크게 입력값, 계산 알고리즘, 그리

고 계산 결과의 출력값으로 구성된다. 엑셀이나 

텍스트 형식의 파일로도 출력이 가능하다. 그림 

1은 프로그램의 흐름도를 나타낸 것이다.

1. 태양의 위치 계산과 방향벡터

건물별 일조 시간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시간

에 따른 태양의 위치(Park, 1998)를 결정하여

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태양의 궤적을 계산하

여 대상지역에 적용함으로써 3차원 시뮬레이션

을 수행하였다.

다음 식 1~3을 통해 태양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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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Date input window 

of the program

     

FIGURE 3. Address input window 

of the program

태양의 적위  sin 
n

   (1)

n: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계산 대상일의 일수

태양의 고도각 sin  sinsincoscoscos

(2)

 : 대지의 위도[ ]̊

 : 태양의 적위[ ]̊

 : 시각

태양의 방위각  sincos
cossin

     (3)

식 4를 통해 태양의 고도각과 방위각을 방향

벡터로 변환할 수 있다.

  cos×sin

  cos×cos

  sin                              (4)

태양의 위치가 결정되면 날짜 입력창에서 대상

날짜(월, 일)를 입력 받아 10분 단위로 태양의 

위치 좌표를 방향벡터 형식으로 계산하게 된다.

그림 2는 프로그램의 날짜 입력창이다.

2. 3차원 좌표 변환

좌표 변환은 어떤 점을 우리가 원하는 좌표로 

이동시키거나 역으로 우리가 원하는 중심점으로 

좌표계를 이동시키는 방법이다. 좌표 변환에는 

평행이동과 회전이동, 확대, 축소 등이 있다.

식 5를 통해 좌표 변환할 수 있다.

′ cossincossin

′ sincos                 (5)

′ sincoscossin

식 5를 통해 태양의 방향벡터가 계산되면 주소 

입력창에서 도로명 주소를 입력받아 각 시간별로 

대상건물의 좌표 변환을 통해 데이터를 변환한다. 

이때 태양의 방향벡터도 함께 좌표변환을 실시한

다. 그림 3은 프로그램의 주소 입력창이다.

3. 가시면 추출

가시면 추출은 각 물체의 면들에 법선 벡터를 

구하여 시점벡터(태양의 방향벡터)와 비교하여 

보이는 면만을 추출하는 알고리즘이다. 대상면

의 법선벡터를 구하고 그 법선벡터와 시점벡터

(태양의 방향벡터)의 내적을 구함으로써 간단히 

판단할 수 있다.

식 6은 벡터성분의 유도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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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Position relation between two faces

 

 

 

×

  

    

    

⇒ 

∙ ∙

                  (6)

다음 과정을 통해 좌표 변환된 태양의 방향벡

터를 적용하여 가시면 추출을 실시한다. 이때, 

보이지 않는 면으로 판단되는 면은 데이터에서 

제거한다. 

4. 투영

3차원 좌표를 가지고 있는 건물을 XY 평면

에 투영함으로써 2차원 좌표의 그림자로 바꿀 

수 있다. 이때 Z값은 0이 된다. XY 평면의 투

영된 점(, , 0)은 식 4를 이용하여 식 7과 같이 

구할 수 있다.

 H × cot×cos             (7)

 : 시각 t일 때의 건물 그림자의 길이

H : 건물높이

at : 시각 t때의 태양고도각

t : 시각 t때의 태양방위각

 : 진남북축에 대한 건물 방위각

 ×cos′

  ×sin′

                                    (8)

식 8을 이용하여 좌표 변환된 가해건물의 데

이터를 태양의 방향벡터와 평행하게 객체의 면

에 투영하여 대상객체에 그림자가 형성되도록 

한다. 투영된 가해건물은 대상건물에 그림자를 

형성하게 된다.

5. 교차와 포함 여부

이렇게 형성된 가해 건물의 그림자와 대상객

체의 평면상의 서로의 위치 관계를 파악하여 일

조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가해 건물의 그림자

와 객체의 면이 위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그

림 4와 같이 두 면이 교차하는 경우, 교차하지 

않으나 객체 면이 포함되는 경우, 교차하지 않

으면서 포함되지도 않는 경우가 있다.

이때 (a)의 경우와 같이 교차하는 경우가 한

번이라도 생기면 두 면은 일부분이 교차한다. 

두면이 일부분 교차하면 나머지 부분은 일조를 

받고 있으므로 일조 시간에 계산된다. 두 선분

의 교차 여부는 벡터의 외적을 이용하면 간단히 

검사할 수 있다.

(b)와 (c)의 경우와 같이 교차하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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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ress 501, 1419, Jwa-dong, Haeundae, Busan

location
east longitude 129.180041°,
north latitude 35.175896°

Date April. 23. 2017

Time
8AM~4PM(total duration of sunshine)
9AM~3PM(continuous duration of sunshine)

Base time apparent sun time

TABLE 1. Subject of study

FIGURE 5. Input window 

of object

FIGURE 6. Result window of total 

duration of sunshine and the 

continuous duration of sunshine

한 번도 없으면 포함 검사로 넘어가게 된다.

두 면의 포함 여부는 객체면의 내부에 위치한 

점을 선분에 만나도록 연장선을 그어 만나는 점

의 개수로 알 수 있다. 만나는 점의 개수가 홀

수 개이면 객체면의 내부의 점, 짝수 개이면 객

체면의 외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객체의 모든 꼭지점에 대해서 그림자면과 포

함 검사를 하였을 때 (c)의 경우와 같이 모든 

꼭지점이 그림자면에 포함되는 경우 객체면은 

그림자면에 포함된다. 객체면이 그림자에 포함

되면 그 시간대에는 일사노출면이 없으므로 다

음 시간대를 계산하게 된다. (b)의 경우와 같이 

객체의 모든 꼭지점과 그림자면에 포함되지 않

는다면 그림자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으므로 일

조시간에 계산된다.

연구범위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지는 아파트간의 인동간격이 

좁아서 일조 침해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건축물 

정보가 구축되어있는 해운대구 신도시 L 아파트

를 선정하였다.

대상지역인 해운대구 신도시 지역에 대한 공

간정보를 구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3차원 공

간정보 오픈 플랫폼인 브이월드에서 제공하는 3

차원 데이터 API 레퍼런스에서 기구축된 3차원 

건물 데이터를 가공하여 건물의 높이값을 추출

하였다. 건물의 경도와 위도 및 좌표는 브이월

드의 Geocoder API 2.0 레퍼런스를 이용하여 

도로명 주소 기반 데이터를 좌표로 변환하여 3

차원 도시공간 음영분석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

다. 일조 환경 분석 대상은 표 1과 같다.

시뮬레이션은 남동 측에 위치한 504동(20층, 

높이 55.05m)에 의해 영향을 받는 501동(23

층, 높이 63.70m, 138세대)을 대상으로 하여 

하나의 아파트에서 객체별로 분류하여 연속 일

조시간 및 누적 일조시간을 분석하였다.

일조는 구름이나 안개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

문에 올 봄 중 가장 구름이 없고 맑은 날인 20 

17년 4월 23일의 태양고도와 방위각을 기준으

로 실시하였고, 현장실측 결과와 비교하여 평가

대상 아파트의 연속 및 누적 일조시간에 따른 

일조평가방법의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일조 침해에 대한 기준으로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의 총 일조시간이 4시간 이상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경우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연속해서 2시간 이상 일조가 확보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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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 
of 

houses　

Total 
duration 

of 
sunshine

Continuous 
duration of 
sunshine

Number 
of 

houses　

Total 
duration

of 
sunshine

Continuous 
duration of 
sunshine

Number 
of 

houses　

Total 
duration

of 
sunshine

Continuous 
duration of 
sunshine

Number 
of 

houses　

Total 
duration

of
sunshine

Continuous 
duration of 
sunshine

101 7:00 7:00 701 7:40 7:40 1301 8:00 8:00 1901 8:00 8:00
102 6:50 6:50 702 7:30 7:30 1302 8:00 8:00 1902 8:00 8:00
103 6:30 6:30 703 7:00 7:00 1303 8:00 8:00 1903 8:00 8:00
104 6:20 6:20 704 7:00 0:20, 6:40 1304 8:00 8:00 1904 8:00 8:00
105 6:50 1:20, 5:30 705 7:20 1:20, 6:00 1305 8:00 8:00 1905 8:00 8:00
106 7:20 2:20, 5:00 706 7:40 2:20, 5:20 1306 8:00 8:00 1906 8:00 8:00
201 7:10 7:10 801 7:50 7:50 1401 8:00 8:00 2001 8:00 8:00
202 6:50 6:50 802 7:40 7:40 1402 8:00 8:00 2002 8:00 8:00
203 6:30 6:30 803 7:10 7:10 1403 8:00 8:00 2003 8:00 8:00
204 6:30 0:20, 6:10 804 7:10 0:20, 6:50 1404 8:00 8:00 2004 8:00 8:00
205 7:00 1:20, 5:40 805 7:30 1:20, 6:10 1405 8:00 8:00 2005 8:00 8:00
206 7:20 2:20, 5:00 806 7:50 2:20, 5:30 1406 8:00 8:00 2006 8:00 8:00
301 7:20 7:20 901 8:00 8:00 1501 8:00 8:00 2101 8:00 8:00
302 7:00 7:00 902 7:40 7:40 1502 8:00 8:00 2102 8:00 8:00
303 6:30 6:30 903 7:20 7:20 1503 8:00 8:00 2103 8:00 8:00
304 6:30 0:20, 6:10 904 7:10 0:20, 6:50 1504 8:00 8:00 2104 8:00 8:00
305 7:00 1:20, 5:40 905 7:40 1:20, 6:20 1505 8:00 8:00 2105 8:00 8:00
306 7:20 2:20, 5:00 906 8:00 8:00 1506 8:00 8:00 2106 8:00 8:00
401 7:20 7:20 1001 8:00 8:00 1601 8:00 8:00 2201 8:00 8:00
402 7:00 7:00 1002 7:50 7:50 1602 8:00 8:00 2202 8:00 8:00
403 6:40 6:40 1003 7:30 7:30 1603 8:00 8:00 2203 8:00 8:00
404 6:40 0:20, 6:20 1004 7:20 0:20, 7:00 1604 8:00 8:00 2204 8:00 8:00
405 7:00 1:20, 5:40 1005 7:50 1:20, 6:30 1605 8:00 8:00 2205 8:00 8:00
406 7:30 2:20, 5:10 1006 8:00 8:00 1606 8:00 8:00 2306 8:00 8:00
501 7:30 7:30 1101 8:00 8:00 1701 8:00 8:00 2301 8:00 8:00
502 7:10 7:10 1102 8:00 8:00 1702 8:00 8:00 2302 8:00 8:00
503 6:50 6:50 1103 7:40 7:40 1703 8:00 8:00 2303 8:00 8:00
504 5:40 0:20, 5:20 1104 7:40 0:20, 7:20 1704 8:00 8:00 2304 8:00 8:00
505 7:10 1:20, 5:50 1105 8:00 8:00 1705 8:00 8:00 2305 8:00 8:00
506 7:30 2:20, 5:10 1106 8:00 8:00 1706 8:00 8:00 2306 8:00 8:00
601 7:40 7:40 1201 8:00 8:00 1801 8:00 8:00
602 7:20 7:20 1202 8:00 8:00 1802 8:00 8:00
603 7:00 7:00 1203 8:00 8:00 1803 8:00 8:00
604 6:50 0:20, 6:30 1204 8:00 8:00 1804 8:00 8:00
605 7:20 1:20, 6:00 1205 8:00 8:00 1805 8:00 8:00
606 7:30 2:20, 5:10 1206 8:00 8:00 1806 8:00 8:00

TABLE 2. Result of total duration of sunshine and the continuous duration of sunshine by object

경우는 두 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L 아파트의 일

조시간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림 5는 대상 객체

를 선택하는 창, 그림 6은 대상 객체의 총 일조

시간과 연속 일조시간 결과창이다. 표 2는 각 

대상 객체의 총 일조 시간과 연속 일조 시간 결

과값, 표 3은 SketchUp Pro 2017을 이용해 

계산된 데이터를 가시화시킨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확도 검증을 위하여 해운대

구 신도시 L아파트를 대상으로 2017년 4월 23

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6시까지 2시간 간격으

로 총 5차례에 거쳐 현장 실측을 실시하였다.

표 4는 본 연구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의 일조 

결과를 SketchUp 2017으로 가시화 시킨 결과

와 현장 실측을 수행한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표 

5는 표 4의 그림자 데이터를 AutoCAD 2017을 

이용하여 그림자의 면적값을 비교한 결과이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본 연구에서 개발된 프로

그램으로 산정된 3차원 그림자 분석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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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0 09:00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16:00

TABLE 3. Figure of hourly shadow with SketchUp Pro 2017

Actual measurement Result of simulation Actual measurement Result of simulation

08:00 10:00

TABLE 4. Comparison of shadow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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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14:00

16:00

TABLE 4. Continued

Time
Actual 

measurement
Result of 
simulation

Accuracy

08:00 1165.22m 1078.13m 97.46%

10:00 416.74m 418.82m 99.94%

12:00 3433.43m 3433.43m 100%

14:00 3433.43m 3433.43m 100%

16:00 3433.43m 3433.43m 100%

Average 99.48%

TABLE 5. Accuracy of shadow area

모형은 현장실측 결과와 평균 99.48%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정확도가 제일 낮은 시간대에도 

97.46% 일치함으로써 이 연구에서 3차원 공간정

보 오픈 플랫폼 API 기반으로 개발한 일조시간 

산정 프로그램은 대상지역에 적용한 태양 위치를 

매우 정확하게 계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3차

원 공간정보 오픈 플랫폼 API를 활용함으로써 

광범위한 지역에 적용이 가능하다.

각각의 객체에 대한 일조시간을 산정하여 일

조 환경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일조

시간을 산정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각각의 

객체별 일조권을 총 일조시간과 연속 일조시간

으로 구분하여 정량적으로 분석함으로서 일조권 

침해 여부를 보다 정밀하게 판단할 수 있는 방

법을 제시하였다.

공간정보 오픈 플랫폼을 이용한 객체별 일조

권 분석방법은 지자체 도시계획 및 건축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거나 신축 건물 계획 단계에서 간

단하게 일조권을 분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사용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

공이 가능하다. 향후 추가 연구를 통해 본 연구

가 단순한 시뮬레이션 단계를 넘어 최근 대체에

너지로 각광받고 있는 태양광의 활용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실용적 활용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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