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HAPTER 7 

SHADING

7.1 HISTORY OF SHADING

차양의 효과는 매우 다양하고 분명해서 역사와 문화를 통해서 그것의 적용사례를 

볼 수 있다. 우리는 전통 건축물뿐만 아니라 지방의 건축물에서 그 효과를 찾을 수 

있다. 

많은 차양의 요소는 건물과 외부 생활공간을 차양하는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

다. 고  그리스와 로마의 건물들의 열주 현관은 이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그림 1)

그리스의 재 건축물은 미국의 남부에서 성공적이었는데 왜냐하면 적당한 차양과 상

징성과 미적효과를 나타낼 있었기 때문이다. 덥고 습한 지방에서 넓은 창은 자연환

기를 위해 최 한 크게 하여야 하나 태양광을 많이 받아들여 불쾌감을 일으키게 된

다. 여기서 이 차양 장치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그림 2) 흰색의 

그리스의 재건축은 더운 기후에도 적당하였다. 

어떤 좋은 건축물에 있어 건물 요소들은 

보통 다 기능적이다 그리스의 열주 현관은 

비를 피하는 것과 태양광을 피하는데도 중

요한 기능을 한다. 덥고 습한 지방에서 이 

열주 현과의 개념은 매우 가치가 있다. 

재건축의 유행은 포스트모더니즘의 논쟁 꺼

리가 되었다. 역사적인 암시는 그것이 기능

적 이익뿐만 아니라 미적인 이익이 있을 때 

특별히 전유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림 3)

그림 1 고  그리스의 건축가들은 열주기

둥과 현관을 사용하였다.

그림 2 그리스 건축의 리바이벌은 열쾌적을 

넓게 분포시킬 수 있는 남부지역에서 인기가 

있었다.

그림 3 포스트모더니즘은 이상적인 열쾌적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전통적 건물의 요소들은 이런 스타일의 미묘한 차이점을 나타내는 이름으로 종종 

정의되거나 고안 장치의 원리를 반영한다. 그리스의 열주 현관은 현과, 베란다, 발

코니, 로지아(한쪽이 트인 주랑), 갤러리, 아케이드, 주랑과 관계가 있다. (그림 4,5)

다른 성공적인 사례는 극동의 건축에서도 이끌어 진다. 중국, 일본의 건축은 넓은 

차양을 사용해 왔다. (그림 6)

일본에선 ENGAWA라 불리는 베란다 같은 것을 많이 사용하였다. (그림 7)

넓은 차양은 환기, 빛, 조망을 위해 최 로 열수 있는 미서기식 벽 패널을 보호할 

수 있다. 패널들을 닫았을 때 빛은 창틈 사이로 계속해서 들어온다. 또한 어떻게 빗

물이 모여지는지도 알아야 한다. (그림 8)

그림 4 아케이드위의 로

지아와 열기둥은 자연환

기에 필요한 넓은 창을 

차단한다.

그림 5 빅토리아 건축

은 건물을 차양하고 외

부공간의 냉방을 위해 

현관, 베란다, 발코니를 

설치한다.

그림 6 많은 동양의 건축물들은 넓은 오버행을 

사용했다. 

그림 7 ENGAWA는 일본의 전통건물의 처

마아래 베란다 같은 지역이다.

그림 8 빛, 환기, 조망을 위해 

열수 있는 벽 패널을 사용함



20세기 초에 GREEN BROTHERS에 의해 일본의 건축을 개념시한 스타일을 발전

시킨 예가 있다. (그림 9)

많은 위 한 건축가들은 차양의 사용에 한 중요성을 이해했고 시각적으로 좋은 

상태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는 부분의 그의 건축에 차양

을 사용하였다. 그의 초기 작품에서 그는 열적 쾌적을 만들고 초원위에 세워지는 

건물의 미적인 형태를 고려하여 넓은 차양을 사용하게 된다. 로비 하우스에서 라이

트는 자연환기를 최 한 작동 시킬 수 있는 넓은 유리창을 사용했다. (그림 10)

그러나 그는 태양광을 차양하지 않으면 해로운 점이 더 많을 것이라고 하였다. 매

우 긴 켄틸레버 차양은 필요한 차양을 제공할 뿐 만 아니라 강한 수평적 라인을 형

성하게 해준다. 로비하우스는 8.8의 그림에서 볼 수 있다. 

건축가중에서 르 코르비제는 가장 태양광의 차양에 미적으로 관계한 사람이다. 어

떻게 이것이 발생했는가는 흥미로운 일이다. 1932년 르 코르비제는 cite de 

refuge라는 건물을 파리에 설계했다. 이 건물은 남쪽에 모두 유리를 설치하여 거주

자에게 따뜻함과 쾌적함을 주려고 했다. 겨울엔 매우 좋았으나 여름엔 참을 수 없을 

만큼 더웠다. 그래서 르 코리비제는 brise-soleil이라고 하는 차양 장치를 고안하게 

되었다. 그림 11에서 볼 수 있다. 

그림 9 겜블하우스에선 일본의 건축에 영

향을 받았고 지붕차양을 사용함

그림 10 넓은 차양은 로비하우스의 디자인의 

전부가 된다.

그림 11 brise-soleil이라는 차양장치를 새

롭게 설치되었다. 

그림 12 brise-soleil과 파라솔지붕



르 코르비제는 분명히 차양장치의 이점을 보았다. 그에게 있어 미적 관점에서 차양장

치는 중요시 되었다. 그래서 많은 그의 건물은 시각적 강함을 위해서 차양을 사용하

였다. 많은 그의 건물에서 그 형상을 볼 수 있다. brise-soleil과 파라솔 지붕은 시각

적 강함을 만들게 하였다. (그림 12,13)

7.2 SHADING

모든 건물에서 차양장치가 효과적이라곤 하나 창의 차양장치는 중요한 문제가 된다. 

결과적으로 부분의 문제는 창의 차양장치와 관련된다.

총 태양열 부하는 다음의 세가지 요소를 지닌다. 직접광, 확산광, 반사된 방사광, 원

하지 않은 자연형 태양열 난방을 막기위해선 창은 반드시 직접광으로부터 차양되어야 

하고 확산되거나 반사되는 광으로부터도 차양되어야한다. 쾌청하고 습기지역에선 확

산광은 직접광만큼이나 중요시 된다. 먼지 또는 오염된 맑은 지역에서 확산광이 생긴

다. (그림 14)

반사광은 특히 태양광이 강하고 서로 높은 반사표면을 가진 지역에서 큰 문제가 된

다. 특히 반사표면이 많은 도시에서 많이 일어난다. 콘크리트 포장, 흰벽, 그리고 반

사유리는 유리창 안으로 강한 태양광을 입사시킨다. 부쪽에 면한 건물도 건물에 반사

된 광으로 남쪽에 면한 창만큼의 빛을 받아들인다. (그림 15)

차양장치의 타입, 크기, 위치는 태양열 부하의 직접,확산,반사된 구성요소의 크기에 

달려있다. 반사된 구성요소는 반사될 수 있는 표면을 줄임으로서 조절하기가 가장 쉽

그림 13 외부로 노출된 차양장치의 기술은 

마하라자의 궁전에 사용하였다.

그림 14 습하고 넘지가 있는 지역에서 천

공확산광은 태양부하의 부분을 차지한다.

그림 15 건조한 지역에서 태양부하는 직접

광과 반사광으로 구성된다.



다. 이것은 기계장치를 사용하면 가장 좋다. 

그러나 확산광의 요소는 가장 큰 문제꺼리

이다. 왜냐하면 빛이 들어오는 각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실내의 차

양장치나 유리속의 차양장치로서 해결해야 

한다. 직접광의 요소는 외부의 차양장치로 

조절하기가 가장 쉽다.

차양의 요구는 가끔 자연채광의 요구와 엇

갈린 의견이 된다. 다행이도 태양 에너지가 

적절한 방법에 의해 건물로 들어올 때 최상

의 조명과 열 획득도 꽤할 수 있다. 차양에 

한 해결책은 제 12장에 나타나 있다.

자연 채광이 사용되지 않을 때 태양열 복사

는 과열의 우려가 있는 기간에는 차단되어

야 한다. 북쪽에 위치한 거주지에선 과열기

간이 적다는 것을 느낄 것이다. 남쪽의 거

주지 또는 북쪽의 넓은 사무소 건물은 2~3

배의 과열기간을 느낄 것이다. 그러므로 어

떤 건물에 필요한 차양의 기간은 건물의 특

성과 건물에서의 기후에 달려있다.

이상적인 차양장치는 태양열을 최 한 막

는 신 조망을 허락하고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도록 한다. 표 7.A에서 외부의 고정 

차양장치를 보여준다. 그것들은 모두 다양한데 수평차양, 수직 핀, Eggcrate 그리고 

두개이상이 조합된 것이 있다. 루버와 핀은 부가적으로 태양각을 조절할 수 있다. 

르 코르비제 같은 건축가들의 작품에서 볼 수 있듯이 무수히 많은 차양장치가 있

다. 예를 들어 Olgyay의“태양광 조절과 차양장치”라는 책은 좋은 참고가 된다. 비

록 여기서는 건물 자체의 차양장치를 설명하지만 건물 주위가 차양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주위 건물, 나무, 지반의 형태는 부수적인 차양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차양 조건은 제 9장에서 다루어 질 것이다. 

7.3 ORIENTATION OF SHADING DEVICES

남향에 위치한 창의 수평 차양은 여름에 꽤 효과적이다. 왜냐하면 여름엔 태양이 

높은 고도에 있기 때문이다. 비록 효과가 적더라도 수평차양은 동쪽, 남서쪽, 서쪽

에도 사용될 수 있다. 더운 지역에서 북향의 창은 차양이 필요한데 이유는 태양이 

북동쪽에서 떠서 북서쪽으로 지기 때문이다. 이때 태양고도가 낮기 때문에 수평 차

양은 효과가 적고 수직 핀이 효과가 크다. (그림 16)

표 7.A 고정된 차양장치



동쪽과 서쪽에 면한 창은 아침과 저녁에 태양고도가 낮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단연 가장 좋은 해결책은 동쪽과 서쪽을 피하는 것이다. 다음의 해결책으론 그림17 

에서와 같이 이창들을 남쪽과 북쪽을 향하도록 하는 것이다.

만약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수평차양내지 수직차양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매우 효과가 있다면 조망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심

지어 움직이는 차양장치가 좋다고 하나 여전히 조망의 문제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

다.

더 효과가 있는 고정된 차양장치는 수직과 수평의 요소가 복합적으로 사용된 것이

다. 그림18이 수평과 수직의 요소가 가깝게 위치할 때 eggcrate라고 한다. 이장치

는 더운 기후의 동쪽과 서쪽에 매우 더운 기후의 남동쪽과 남서쪽에 면할 때 가장 

적당하다. 

그림 16 각각의 방향에는 다른 차양 장치가 

필요하다.

그림 17 이 평면은 어떻게 동쪽, 서쪽에 면

한 창을 남과 북쪽에 면하게 하는 가를 보

여준다.

그림 18 차양장치는 수직과 수평을 사용하

여 개선해야 한다.

그림 19 부분 작은 부분들로 구성된 요

소들은 넓은 차양의 효과를 가진다.

그림 20 천장은 여름을 피해야 한다. 그림 21 크리어스토리 창은 천장 신 사

용된다.



차양의 문제의 어떤 방향에서 태양광을 막기 때문에 작은 장치가 많은 것은 큰 것 

하니의 효과를 가진다. 

그림19 각각의 경우에서 차양의 길이와 그늘진 창의 면적의 비는 같다. 세밀화 된 

루버로 구성된 막은 태양광을 막는데 매우 효과적이지만 방충망만큼의 투과성을 지

닌다. 

천장에서는 차양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여름의 정오 

같은 경우 태양광이 직접 들어오기 때문이다. (그림 20) 그러므로 동, 서쪽 창 같은 

천장은 피해야 한다. 자연채광과 겨울철 태양광을 끌어들이는 가

장 좋은 해결책은 크리어스토리 같은 창을 지붕에 사용하는 것이다. (그림21)

크리어스토리의 수직창은 이장에서 설명한데로 차양되어야 

한다. 만약 돔 형식의 천장이 사용되어 진다면 그림 6.6g에

서와 같이 차양/반사판이 사용되어야한다. 

이동식보단 고정식 차양을 더 선호되는데 왜냐하면 간단하고 

값이 싸고 유지가 간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의 효과성

능은 심각한 이유로 제한을 받고 해서 이동식 차양이 신중히 

고려되어야 한다. 

7.4 MOVABLE SHADING DEVICES

고정된 차양보다는 날씨의 특성에 잘 처할 수 있는 

것이 이동식 차양이다. 과열이 될 때 차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차양장치는 열적 조건과 함께 고려되어야 한

다. 창이 태양광에 노출될 때 고정차양은 온도조절의 

역할은 하지 않고 오히려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태양

각의 역할을 한다. (그림 22) 

태양각과 온도는 두가지의 이유로 완전하지가 않다. 

첫째는 매일의 기후 횽태가 변하는 것이다. 특히 봄과 

가을의 어느날은 너무 덥다가도 그 다음날은 추워지는 

현상이 있다. 고정된 차양은 이런 온도의 변화에는 

처하지 않는다. 더 중요한 이유인 둘째는 일년을 두고 볼 때 열적인 면과 태양과의 

관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지구는 거 한 매스이기 때문에 봄에

는 열을 서서히 받고 하지가 지난 1,2달후에는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다. 겨울에는 

1, 2달의 타임랙 현상이 지구에 생긴다. 12월 21일에는 태양으로부터의 난방효율이 

적은 반면 가장 추운 날은 1,2월이 된다. 그림 23에서는 미국의 기후에서 년중 과

열되거나 그렇지 않은 기간을 보여준다.

그림 22 고정된 차양장치는 온

도가 아닌 시간의 기능을 한다.



그림 23 고정된 차양장치는 6월 21일 기

준으로 칭된다. 그러나 열적인 면에서는 

칭이 아니다.

과열되는 기간이 6월 21일을 중심으로 칭되지 않는 것을 알아야 한다. 고정된 차

양 장치는 6월 21일을 전후로 같은 기간동안 차양되어야 하기 때문에 차양기간은 

과열기간과 꼭 일치할 수는 없다. 

그림 24 이동식 차양장치는 열적인 면에 

따라 차양이 가능하다.

완벽한 차양을 위해서 과열기간의 끝에 일치

시켜 고정된 차양장치를 하여야 한다. (그림 

23) 비록 과열기간 동안만을 차양한다고 해도 

과열되지 않는 기간동안도 창을 차양하여야 

한다. 

단지 이동식 차양장치가 이 문제뿐만 아니라 

매일 변화하는 문제까지도 해결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연형 태양열 난방이 필요하지 않는 

건물에 있어 고정된 차양장치는 적절하게 사

용된다.

차양장치의 이동은 매우 간단하거나 매우 복

잡하다. 일년에 두 번 조정하는 것은 꽤 효과

적인 것이다. 늦은 봄, 과열이 시작되는 기간

에는 태양광을 충분히 받아들이기 위해 장치

를 걷어야 한다.

하루를 기준으로 태양광을 조절할 수 있는 이

동식 차양장치는 종종 자동 조절되지만 일년

에 두 번 정도는 수동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

다. 표 7.B에서 다양한 차양장치를 보여준다. 표 7.B 이동식 차양장치



많은 방법중에서 가장 좋은 차양장치는 활엽수인데 그것들은 온도가 변함에 따라 잎

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열적인 면과 일치한다. 활엽수의 다른 이로운 점은 가격이 싸

고 미적으로 보기 좋고 현휘를 줄 일 수 있고 잎을 통한 증발열로 시원함을 가질 수 

있다. 주된 불리한 점은 잎이 없을 때는 무엇보다도 더 많은 차양을 해야 한다는 것

이다. (그림26)

다른 불리한 점은 나무는 천천히 자란다는 것, 높이에 제한이 있다는 것, 죽을 수 있

다는 것이다. 그러나 격자 울타리를 타고 자라는 넝쿨 같은 경우 이런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7) 

일반적으로 동쪽과 서쪽은 활엽수에 있어 가장 좋은 방향이다. 

다른 가장 효과 좋은 이동식 차양장치는 외부의 롤러 차양장치다. Baston 사무소는 

외부 쿨러 차양장치를 사용해 효과를 보았다. 단단한 판으로 만들어진 쿨러 차양은 

유럽에서 매우 인기가 좋고 지금도 유용하게 쓰인다. (그림 28)

그것은 안전성뿐 만 아니라 매우 효과적인 차양을 한다. 이런 종류의 차양장치는 특

히 하루의 반은 차양을 하여야 하고 반은 하지 않아도 되는 동쪽과 서쪽에서 적절하

게 사용된다. 건물은 가능한 낮은 비용으로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동식 차양장치

는 쉽게 사용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이다. 이것은 자동차의 유지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핸들을 고전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이다. 현재 존재하는 기술을 조심스럽게 다

루는 것이 이동식 차양장치를 낮은 비용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된다. 

그림 25 이동식 차양 장치는 두가지 기능

을 한다

그림 26 나무의 차양, 여름엔 20% 겨울엔 

70%의 투과성능이 있다.

그림 27 넝쿨은 차양에 매우 효과적이다.
그림 28 외부 롤러 차양



7.5 SHADING PERIODS OF THE 

YEAR

일년 중의 과열기간 동안 창문은 기후와 

건물형태의 기능을 갖는 차양을 필요로 한

다. 에너지에 한 관점을 본다면, 건축물

은 두 유형으로 나뉘어 진다. 외피위주의 

것과 내피위주의 것이 바로 그것이다. 외피

위주의 건물은 큰 표면적 과 체적의 비율

을 가지며, 오로지 적당한 내부열 요소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후에 크게 영향을 받

는다. 다른 한편으로는 내부 위주의 건물같

은 요소로부터 큰 내부열 획득을 갖는 경

향이 있다. 두 유형의 건물을 비교하기 위

해 표 7.C를 보라.

위의 두가지 유형보다 건축물을 정의하는 

더 간단한 방식은 균형점 온도의 개념이다. 

실외온도가 쾌적범위보다 다만 약간 낮을 

때는 내부열 요소와 빌딩의 외피가 열 손

실을 줄이기 때문에 빌딩은 난방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부열 요소가 더 커

질수록 빌딩외피가 열을 보유하는데 더 효

과적일수록 외기 온도가 낮아지더라도 난

방의 필요성은 덜 요구될 것이다. 균형점 

온도는 난방이 요구하는 온도 아래에 있는 

실외기 온도이다. 그것은 기후가 아닌 빌딩 

디자인과 기능의 결과이다. 전형적인 내부

위주의 건물을 위한 균형점온도는 약 50℉이

고 전형적인 외피위주의 건물은 약 60℉이다. 

쾌적존은 68~78℉의 약 10℉의 범위에 있기 

때문에 일년중 과열기간은 어느 빌딩의 균형

온도보다 약 10℉높은 곳에서부터 시작된다. 예를 들어, 내부위주의 건물에 해서 평

균적인 매일의 실외온도가 약 60℉에 도달할 때, 과열기간은 시작된다. 결론적으로, 특

정한 빌딩의 균형점 온도가 낮아질수록 비 과열기간은 더 짧아지고 차양이 요구되는 과

열기간은 더 길어질 것이다. 

표 7.D는 각각 17개 기후지역에 있는 내부위주의 건물에 한 과열기간과 비가열기간

을 보여주는 반면, 표 7,E에 나타나는 과열기간이 얼마나 더 짧은지에 해 주의하라.

표 7.C 외피위주의 건물과 내부위주의 건

물 유형의 비교

표 7.E 외피위주의 건물의 과열기간과 비과열기간



또한, 모든 경우에 있어서 과열기간은 6월21

일과 상 적이지 않다는 것에 주의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이미 언급된 것처럼, thermal 

year는 항상 태양년과 상응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에 있는 부분의 지역에 해서는 이 

책에서 제안된 17개의 기후지역들 중의 하나

를 사용하는 것이 적당하다. 그러나, 때때로 

지의 미기후는 그것이 위치한 지역과는 상

당히 다를 수 있으므로, 큰 고도차이와 수자

원에 가까이 근접해있는 지는 가끔 드라마

틱하게 기후와 차양기간이 변한다. 매달 평균

적인 매일의 온도를 그래프로 도식화함으로

써 각각의 빌딩유형에 한 과열기간과 비과

열 기간의 정의를 내리기 위해 표 7.D와 7.E

에 있는 각주를 보라.

7.6 HORIZONTAL OVERHANGS

모든 차양장치는 수평 돌출부, 수직 핀 또는 그 두 가지가 결합된 형태이다. 수평돌출부

와 그것이 변형된 많은 형태들은 남측정면에 최적이다. 또한, 동측, 남동향, 남서향과 서

향도 때때로 최고의 선택이 된다. 

수평루버는 육면체의 돌출부보다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 수평면에서의 수평루버는 바람과 눈

이 즉시 지나가도록 함으로써 구조적인 부하를 감소시킨다. 또한 여름에 수평 루버는 돌출부아

래에 있는 창문 가에 뜨거운 공기를 모으는 것을 최소화한다. (그림 29)

수직면에서 수평미늘창의 루버는 벽으로부터 계획하는 거리를 제한해야만 할 때가 적당

하다. 만일 빌딩이 특성선 또는 영향선 위에 있거나 근처에 있다면, 이것은 중요하게 작

용할 수 있다. 또한, 건축이 작은 스케일의 요소나 풍부한 질감을 요구할 때, 루버는 유

용하게 쓰일 수 있다.

남측정면으로 돌출부를 설계할 때, 태양은 오전에는 남동쪽으로부터, 오후에는 남서쪽에

표 7.D 내부위주의 건물의 과열기간과 비과열기간

그림 29 수평비닐창이 있는 돌출부는 뜨거운 공

기를 환기시키고 눈과 바람의 부하를 감소시킨다.

그림 30 태양은 창문과 폭이 같은 돌출부를 

쉽게 측면으로 둘러싼다. 창의 각 측면에 폭

이 더 넓은 돌출부나 수직의 fins을 사용하라.



서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창문과 폭이 같은 돌출부는 태양에 의해 측

면에서 둘러싸이게 될 것이다. 좁은 창문은 아주 넓은 돌출부나 돌출부에 첨가할 수직

의 핀을 피요로 한다. (그림 30)

넓고 길쭉한 창문은 그림 31에서 보여 질 수 있는 이런 문제에 의해 영향을 덜 받는다.

그림 31 길쭉한 창들은 수평 돌출부를 효

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7.7 SHADING DESIGN FOR SOUTH WINDOWS

첫 번째 단계는 고정된 것이거나 이동이 가능한 수평 돌출부를 경정하는 것이다. 이런 

목적을 위해 다음의 규칙들을 사용하라.

Rules for Selecting a South-shading Strategy

1. 만일 차양이 주 관심이고 자연형 난방이 필요하지 않다면 그때는 고정 돌출부가 

사용될 수 있다. 

2. 만일 자연형 난방과 차양이 중요하다면, 그때는 이동이 가능한 돌출부가 사용되

어야 한다. 

다음단계는 특별한 종류의 수평의 돌출부를 선택하거나 설계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유형의 예에 해서는 표7.A와 7.B를 참조하라.

차양장치의 크기, 각, 위치는 여러 개의 다른 방식으로 결정될 수 있다. 가장 강력

하며, 융통성이 있고, 가치가 있는 정보는 물질적인 모델을 사용함으로써 획득할 수 

있다. 이 방식은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될 것이다. 또한, 다른 책에서 설명된 그래프

를 이용하는 방식이 있다. 차양장치를 설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지만, 현재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부분의 설계자들에

게 아직까지는 실용적인 옵션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거기에는 몇 가지의 규칙과 설

계 지침이 있다. 이 마지막 방식이 가장 빠르고 가장 쉽기 때문에 여기에는 몇 가

지의 자세한 사항이 제안된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유통성이 항상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만 되므로, 저자는 다음에 설명되는 설계지침들과 연계시키는 물질

적인 모델의 사용을 권장한다.

7.8 DESIGN GUIDELINES FOR FIXED SOUTH OVERHANGS

위의 규칙들 속에서 진술된 것처럼 자연형 태양열 난방이 바람직하지 않을 때는 고

정수평돌출부가 아주 적당하다. 그 때의 목표는 과열기간의 부분동안 남측 창을 

차양할 돌출부의 길이를 찾아내는 것이다.

그림 32는 과열기간의 끝부분에서의 태양각도를 보여준다. 태양은 과열기간의 나머지 기간동안 



하늘에 더 높이 있기 때문에, 이 선까지 연장한 

어떤 돌출부는 총 과열기간 동안 창을 충분하게 

차양할 것이다. 이 full shade line은 각 “A"에 

의해 정의되고 window-sill로부터 그려진다. 이 

각은 내부위주의 건물에 해서는 표 7.F에 있는 

각 기후지역에 해 외피위주의 건물에 해서는 

표7.G에 있는 각 기후지역에 해서 주어진다.

벽 위로 더 높고 “full shade line"까지 연

장된 돌출부는 여전히 직접복사열을 차단

하고 하늘을 더 넓게 볼 수 있게 한다. 그

러나 증가된 과난방과 시각적인 현휘가 밝

은 하늘로 증가된 노출에 의해 초래되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한 확산 복사열을 가진 

지역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그림 

33)

심지어 그림 32에서 보여지는 돌출부는 촌 

복사열의 50%이상이 확산하는 하늘로부터 

올수 있는 아주 습한 지역에서는 충분하지 

않을 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돌출부의 길이

를 증가시키는 것보다는 차라리 낮은 하늘

로부터 오는 확산 복사열을 차단하기 위해 

그림 32 "full shade line"은 과열기간동안 차

양을 위해 필요한 돌출부의 길이를 결정한다.

표 7.F 내부위주의 건물에 남면돌출부의 크

기를 결정하는 것

표 7.G 외피위주의 건물에 남면돌출부의 크

기를 결정한다.

그림 33. 벽위의 더 높은 곳에 설치된 고정 

돌출부는 습한 기후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커튼 또는 설비, 장치와 같은 다른 장치들을 사

용하는 것이 바람직할지도 모른다. 

태양이 일년 중의 후반기에“full shade line"아

래로 하강하기 때문에 창은 점차적으로 몇몇 태

양복사열을 방출할 것이다. 그러나 창의 상부는 

동지에 차양 속에 있게 될 것이다. (그림 34)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 아주 효과적인 어떤 고정 

돌출부는 또한 겨울에 자연난방의 약간을 차단

할 것이다. 

더욱이 이런 지침들에 근거를 둔 설계는 아주 

어두운 실내를 초래할 수 있다. 만일 주광이 흔

히 있는 경우처럼 바람직하다면 그때 12장의 전

략은 준수되어야 한다. 그곳에 기술된 기술들은 

풍부한 빛이 빌딩에 들어가도록 하고 반면에 과난방 효과를 최소화한다. 

Procedure for Designing Fixed South Overhangs

1. 그림 4.5로부터 빌딩의 기후 지역을 결정하라. 

2. 내부위주의 건물에 해서는 표 7.F로부터 외피위주의 건물에 해서는 표 7G

로부터 각“A"를 결정하라.

3. 창의 한 단면 위에 window-sill로부터 “full shade line"를 그려라.

4. 이 선까지 연장한 어떤 돌출부는 일년중 과열기간의 부분을 충분히 차양할 것

이다.

5. 비교적 적은 과열기간을 차양할지라도 약간 더 짧은 돌출부는 여전히 유용할 것

이다.

7.9 DESIGN GUIDELINES FOR MOVABLE SOUTH OVERHANGS

이동이 가능한 돌출부의 디자인은 일년 중 과열기간 

동안의 고정 돌출부와 같다. 그러나 자연형 태양열 난

방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돌출부는 q;과열기간 

동안 창문을 차양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뒤로 끌어 당

겨져야만 한다. 

비 과열기간 동안 창문을 태양에 충분히 노출시키기 

위해 두 가지가 확립되어야만 한다. 첫째는 돌출부가 

뒤로 끌어당겨져야만 하는 일년 중의 시간을 경정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것이 얼마나 끌어당겨져야 하는 가

를 결정하는 것이다. 

첫째로 문제에 접근하는 가장 단순하고 아주 실용적인 

그림 34 총 과열기간동안 창을 차양

하기위해 고정 돌출부는 비과열 기간

동안 창의 일부를 차양할 것이다.

그림 35. “full shade line"은 가

을 기간동안 돌출부의 최  이

용 가능한 계획을 결정한다.



방법은 봄과 가을의 변화기간 동안 차양장치를 연장하거나 뒤로 끌어당기는 것이

다. 이런 기간들은 표 7.D와 7.E에서 기술된다. 두 정기적인 변환을 만드는 것은 

창문을 닦는 것과 똑같은 시간에 행해질 수 있는 것 보다 더 복잡하지는 않다. 비 

과열기간의 후반기에 태양각은 “full shade line"를 결정한다. (그림 35)

겨울의 나머지 기간동안 태양은 이 위치보다 더 낮기 때문에 이선의 오른쪽으로 향

한 어떤 돌출부는 필요할 때 태양을 차단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full shade line"

은 각 "B"에 의해 정의되고 창의 맨 윗부분으로부터 그려진다. 적당한 것은 표7.G

에 있는 각 지후지역에 해서 주어진다.

Procedure for Designing Movable South Overhangs

1. 그림4.5로부터 빌딩의 기후지역을 결정하라.

2. 내부위주의 건물에 해서는 표7.F로부터 외피위주의 건물에 해서는 표7.G로

부터 각 “A"와 "B"를 결정하라.

3. 창의 단면위에 window-sill 로부터 “full shade line: 각 “A” ”를 그리고 창문의 

맨 윗부분으로부터 “full shade line: 각 “B" "를 그려라. (그림 36)

4. 이동 가능한 돌출부는 일년 중의 과열기간동안 "full shade line"까지 연장되어

야만 하고 일년 중의 비과열기간동안 “full sun line" 뒤로 끌어당겨져야만 할 것이

다. 몇 가지의 표적인 해결책에 해서는 그림 37를 보아라.

5. 돌출부는 봄전환기간동안 연장되어야만 하고 가을 전환기간동안은 뒤로 끌어당

겨져야만 한다. 이 전환기간에 한 자료는 내부위주의 빌딩에 해서는 표 7.D로

부터 외피위주의 빌딩에 해서는 표7.E로부터 결정될 수 있다.

그림 36. “full shade line"과 만나지 않

고 “full shade line"뒤에 머물 수 있기 

때문에 이동 가능한 돌출부와는 달리 

고정 돌출부는 잘 작용하지 않을 것이

다.

그림 37 양자택일의 이동 가능한 돌출부는 

겨울과 여름의 위치에서 보여진다.



7.10 SHADING FOR EAST AND WEST WINDOWS

남측과는 달리 동향과 서향에 해 고정 돌출부를 가리고 여름에 태양을 충분하게 가리

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수평 돌출부를 가진 동측 또는 서측창을 완정하게 차양하기 위해 

시도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가에 한 예에 해서는 그림 38를 보라. 

그림 38 북위 36˚에서 8월 21일 오후 6시

에 4ft의 창문을 차양하기 위해 필요한 33ft

의 돌출부는 수평돌출부들을 설치한 동측과 

서측의 창문을 충분하게 차양하기 위해 시

도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가를 설명한다.

직달일사가 총 과열기간 동안 차양할 수 없을 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시

간동안 창을 차양할만한 가치가 있다.

겨울난방은 동측과 서측창 으로부터는 거의 기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방위에 있

는 차양장치는 여름에 필요한 조건을 기초로 하여 순수하게 설께될 수 있다.

동측과 서측에 해 수직핀과 수평돌출부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한다. 수직 핀

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년 중 6개월 동안 태양이 직접 빌딩의 동측과 서측정면을 

비출 때 매일 오전과 오후의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그림 39를 보라

그림 39 이런 평면 조명은 일년의 다른 시

간에서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그 

날의 태양 방위각의 곡선을 설명한다.

     

그림 40 서측(동측)정면에 관한 수직 fins의 

평면 조명은 fins을 가깝게 움직임으로써 그

것을 더 깊게 또는 둘 다 겸용함으로써 얼

마나 태양 투과가 감소되는지를 설명한다.

그러므로 직접 동측 또는 서측에 면하는 수직 핀은 일년 중의 최악의 6개월 동안 

매일 약간의 태양이 투과되도록 핳 것이다. 이런 태양의 투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는“노출”각도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그림 40)



효율을 높이기 위해 핀은 핀을 통한 조망

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간격이 밀접해야 

한다. 

더 나은 접근은 북쪽을 향해 기울어진 수

직 핀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림 40)그런 

시스템은 직달일사를 완정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설계될 수 있다. 그러나 핀이 움직

일 수 있다면 조망은 다시 상당하게 제한

될 것이다.

태양의 매일 사이클에 반응하여 움직임으

로써 이용 가능한 핀은 그 날의 부분을 

상당하게 차단되지 않고 볼 수 있게 하고 

필요할 때 태양을 차단한다. 

예를 들어, 서측 창에 있는 이용 가한 핀은 

태양이 핀을 앞지르려 할 때인 오후까지 

수직의 위치에서 유지되어야할 것이다. 

(그림 41 위쪽) 한 단계씩이든 점차적이든 

간에 그 때 위치를 회전하는 것은 그림 41 

아래쪽에서 보여진다. 물론 동측창의 위에 있는 이동 가능한 핀은 유사하게 작용한

다. 이렇게 많은 효과적인 차양과 동측이나 서측으로 조망이 바람직하다면 그 때 

고정 수직핀 보다는 차라리 이동 가능한 핀이 고려되어야 한다.

A note of caution is in order. 태양이 창과 같은 폭의 수평돌출부를 둘러싸듯이

(그림 30), 창의 맨 윗부분에만 설치된 수직 핀의 맨 윗부분을 peak over할 것이

다. 창의 맨 윗부분의 위로 핀을 연장하거나 핀과 같은 폭의 돌출부를 가진 핀을 

cap하라. (그림19)

돌출부와 수직 핀의 장점은 두장치의 결합이 아주 상호보완적이라는 것이다. 결론

적으로 동측 또는 서측 방위에 해 frame또는 eggcrate system은 효과적인 차양

시스템이다.

Rules for East West windows

1. 가능한 소수의 동측과 특히 서측창을 사용하라.

2. 그림 18에서 보여진 것처럼 북측 또는 남측에 면하는 동측 또는 서측전면에 창

을 설치하라. 

3. 만일 지반과 수평에 한 조망이 주요하다면 그때 수평돌출부를 사용하라.

4. 가장 효과적인 고정 차양장치는 수평 돌출부와 기울어진 핀의 결합이다.

 a. 핀은 연중차양을 위해 북쪽으로 기울어진다.

 b. 만일 겨울 태양이 바람직하다면 핀은 남쪽으로 기울어져야 한다.

5. 차양과 조망의 최고의 결합을 위해서 이동 가능한 차양장치를 사용하라.

그림 41 이동 가능한 fins은 태양이 막 들

어가려할 때 최  열린 위치에 있게 될 것

이다. 그때에 fins은 직달 일사를 차단하기 

위해 회전할 것이다



7.11 DESIGN OF EAST AND WEST HORIZONTAL OVERHANGS

동측과 서측의 조망이 바람직하다면 특히 

수평돌출부의 사용을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다. 긴 돌출부는 무리없이 효과적일 수 

있고, 수직 핀 보다는 경관에 한 더 좋은 

조망을 줄 수 있다. 태양이 동측과 서측의 

돌출부 아래로 peek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

이 있을 지라도 많은 시간 동안 차양은 유

용하다. On a year-round basis a 

horizontal overhang은 동향과 서향에 한 수

직핀을 위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선택 안이다.

태양이 돌출부아래 또는 수직핀 주위로 peeks

할 때 venetion blinds, roller shade, drapes, 

etc의 형태 속에서 약간의 부가적인 protection

을 갖는 것은 중요하다.

표 7.H는 디자이너가 과열기간의 부분동안 

오전8시부터 오후4시까지 동측과 서측창을 차

양하기위해 필요한 돌출부의 길이를 결정하도록 한다. 이렇게 결정된 돌출부의 길이는 rigid 

requirement보다는 차라리 a guide가 되어야 한다. 효과가 적을지라도 약간 짧은 돌출부는 

여전히 가치가 있다.

Procedure for Designing East and West Fixed Overhangs

1. 그림 4.5로부터 기후지역을 결정하라.

2. 표 7.H로부터 각“C"를 결정한다.

3. 동측 또는 서측창의 단면 위에 window-sill로부터 “shade line"을 그려라.

4. 이 선을 계획하는 어떤 돌출부는 과열기간의 부분동안 오전8시부터 오후4시까

지 동측과 서측창을 차양할 것이다. 물론 더 짧은 돌출부라도 여전히 유용하고, 더 

긴 돌출부라면 훨씬 더 좋은 것이다.

7.12 DESIGN OF SLANTED VERTICAL FINS

다음의 진행은 일년 중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태양이 떠있는 동안 동쪽과 서

측창 으로부터 직사일광을 차단하는 경사진 비늘 버티칼 시스템을 만들 것이다. 오

후 5시에는 태양이 하늘에 아주 낮게 떠있기 때문에 이웃의 나무나 건물들이 1층

의 창문에 종종 부가적인 그림자를 드리운다.

Procedure for Designing Slanted Vertical Fins

1. 그림4.6c에서 건물부지의 위도를 찾는다.

2. 표 7.I에서 그림자 선 각 D를 결정한다.

3. 동쪽측은 서쪽의 창문평면에서 D각인 그림자 선을 동쪽에서 서쪽으로 긋는다. 

표 7.H 동측과 서측의 수평돌출부의 크기

를 정하는 것



(그림 42 위쪽)

표 7.I 경사진 비늘판 버티칼의 그림자 선의 각

4. 비늘판 한쪽의 머리부분과 인접하는 비늘판의 끝부분이 그림자 선과 닿도록 경

사진 비늘판 버티칼을 그린다. (그림 42 위쪽) 크기와 간격 그리고 비늘판의 경사

를 달리하면서 다른 답을 얻을 수 있다. (그림 42 아래쪽)

7.13 DESIGN OF FINS ON NORTH WINDOWS

장기간 과열이 되는 기간을 유지하는 건물

즐은 북쪽창에서도 차광이 필요하다. 태양

을 포함하는 각이 작기 때문에 작은 비늘

판 버티칼로도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태양이 떠있는 동안 전체적인 차광이 충분

하다. 

그림 43은 기울어진 비늘판의 크기가 동쪽

과 서쪽에서 비늘판의 크기를 결정하는 D각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을 보여준다.

Procedure for Designing North Fins

1. 그림 4.6c에서 건물부지의 위도를 찾는다.

2. 표 7.I에서 알맞은 각 D를 결정한다.

3. 북쪽창문의 평면에 그림자 선을 각 D로 동쪽과 서쪽을 잇는 선을 그린다. (그림 

43 좌측)

그림 42 각 D에서의 그림자 선은 동쪽과 

서쪽의 창문에서 비늘판의 간격과 깊이 그

리고 기울기 등의 조합을 결정한다. 서로 

다른 방법들이 보여졌다

그림 43 각 D에서의 그림자 선은 또한 북

쪽창에서 비늘판 버티칼의 디자인을 결정

하라. 또한 서로 다른 결과가 보인다.



4. 이 그림자 선과 만나도록 비늘판 버티칼을 그리며 중간에 비늘판이 사용된다면 

모든 비늘판이 더 짧아지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그림 43 우측)

5. 북쪽창에 있어서 동쪽과 서쪽에 모두 비늘판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라.

7.14 DESIGN GUIDELINES FOR EGGCRATE SHADING DEVICES

비늘막 차광장치는 더운 기후에 주로 동쪽과 서쪽창문에 그리고 아주 더운 기후에 

부가적인 방위 즉 남서쪽과 남동쪽에 사용된다. 비늘막은 수평 차양과 비늘판 버티

칼의 조합이다. 따라서 위도와 방위각에 의한 태양의 투과를 조절함으로서 창문에 

효과적인 차광을 이룰 수 있다. 하지만 시선은 일반적으로 매우 방해가 된다. 브리

이즈 솔레일은 Le Corbusier에 의해서 개발된 것으로서 방의 크기에 따른 치수의 

격자를 갖는다. 차광은 기하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작은 많은 장치들은 적은수의 

큰것들과 맞먹는다. 따라서 비늘막은 미세한 막 치수로 만들어질 수 있다. 인도에서 

이런 막들은 종종 하나의 리석으로부터 만들어 진다. (그림 44) 

오늘날 이런 막들은 금속이나 석조로써 자주 만들어진다. (그림 45, 46) 

그림 44 이 리석 막은 하나의 돌로부터

조각해서 만든 것이며 실제로 비늘막 차광 

장치의 축소형이다.

그림 45 금속으로 만들어진 비늘막 차광장치

그림 46 석조유닛에 의해서 만들어진 비늘막 차광장치

그림 47 차광효과는 h/d 와 w/d의 비율에 

의한 것이다. 실제의 크기에 의한 것이다.



다른 스케일에 의한 비늘막의 차광효과는 똑같지만 내부에서의 시야와 외부에서의 

미적인 면은 아주 다르다. 

디자이너는 먼저 비늘막 시스템의 일반적 외양을 결정해야 한다. 각 유닛마다의 치

수는 선 머신에 의한 실험에 의해서 가장 잘 결정될 수 있다. (그림 47) 

태양의 투과의 측면에서라면 h/d 와 w/d의 비율이 일정할 때 비늘막의 치수는 바

꿀 수 있다. 이런 목적을 위한 선머신의 사용방법은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될 것이

다.

7.15 SPECIAL SHADING 

STRATEGIES

부분 외부의 차광장치는 수평 차양, 비늘

판 버티칼, 또는 비늘막 형태의 단순한 변

화형태이다. 하지만 몇 가지의 흥미로운 예

외가 있다. 

한가지 접근은 건물의 주의에 분리된 차광 외

피를 만드는 것이다. 버지니아에 있는 

MLTW/Turnbull Assoc. 에 의해서 디자인된 

주택은 삼나무로 만든 벽과 투명한 플라스틱 

지붕으로 된 구조물로 분리되어 내부에 위치한

다. 따라서 이 건물은 시원하게 차광된 공간으

로 둘러싸여 있다. (그림48)

Buckminster Fuller 가 디자인한 엑스포 

67’의 U.S 파빌리온 지오데식돔은 내부구

조에 인공적인 기후를 만들어냈다. (그림 

3.2b) 플래스틱 돔 내부에 과열을 방지하

기 위해서 위쪽의 패널은 열리고 롤 차광

장치가 이용된다. 각각의 6각형 투과체 구

조 유닛은 6각의 롤 차광막을 가지고 있고 

자동제어 모터에 의해서 조절된다. 그림 

49는 다양한 위치에서의 차광막을 보여준

다. 

완전히 다른 방법은 태양의 방위각의 변화

에 따라 건물을 돌리는 것이다. 태양열 콜

렉터로 덮인 벽은 항상 태양을 면할 것이

다. (그림50) 

만약 이것이 엉뚱하게 들린다면 회전하는 건물이 이미 지어졌다는 사실을 고려해보

그림 48 건물안의 건물. 버지니아에 있는 

이 주택은 MLTW/Turnbull Assoc.에 의

해 디자인되었다.

그림 49 엑스포 67’
의 U.S 파빌리온은 

B u c k m i n s t e r 
Fuller에 의해 디자
인되었다. 내부에서 
보는 돔의 이 모습
은 상부의 구멍과 
여름에 과열을 막
는 삼각형의 롤 차
광막을 보여준다.

그림 50 낮 동안 건

물의 시야는 불두명

한 벽이나 태양열 콜

렉터가 항상 태양을 

면하도록 회전한다.



라. (그림 51)

그림 51 Winton에 Richard Foster가 세운 

자신의 주택은 둥근 형태이며 자연경관의

잇점을 최 한 이용하고 자연형 태양열 난

방을 위해서 360도 회전한다.

      

그림 52 회전하는 주택의 단면과 상세

코네티컷지방의 아름다운 경관을 즐기기 위해 Richard Foster는 회전하는 집을 지었

다. 그는 태양을 면하는 속이 빈 벽을 만들지는 않았지만 차광을 위한 넓은 포치를 주

변에 만들었다. (그림 51, 52)

그림 53 회전하는 주택의 평면

    

그림 54. 차광 패널이 태양이 

맞춰 건물의 주의를 회전할 수 

있다. 만약 패널이 광전지로 

덮여있다면 그것은 회전하는 

태양열 콜렉터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넓은 면적에 유리와 콘크리트 바닥 슬래브는 해가 있는 매우 추운 날에 한결같이 

자연형 태양열로 건물을 난방한다.

비슷하지만 아주 간단한 방법은 건물은 움직이지 않고 차광장치를 건물 주위에 돌

리는 것이다. 예를 들어 창고의 문을 곡선의 트랙에 매달아 태양을 따라 건물을 돌

게 한다. (그림 54) 

만약 창고의 문이 광전지로 덮인다면 회전하는 태양열 콜렉터를 갖게 된다.

패널은 차광이 필요할 때 기울여질 수 있다. 그림 6.9c는 겨울철에 태양빛을 건물



내부로 반사시킬수 있도록 패널이 내려오는 Baer 주택을 보여준다. 여름철에 패널

은 차광성능과 축열벽 전면의 유리 단열을 위해 회전한다. 여름철 밤에는 패널이 

내려와서 건물이 열을 발산하도록 한다. 

7.16 SHADING OUTDOOR SPACES

외부공간의 차광은 건물의 차광만큼이나 중요할 수 있다. 원형극장과 스타디움은 크기

와 방해받지 않는 시야 때문에 특히 문제가 된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막 구조의 사

용인데 이는 넓은 거리를 상 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들은 

비와 눈을 막기 때문에 부분 방수막이 사용되지만 남부 캘리포니아와 같이 건조한 

곳에서는 개방된 짜여진 구조도 가능하다. (그림 55)

그림 55 외부 차광을 위한 막 구조

이것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니다 왜냐하면 로마인들이 그들의 극장뿐 아니라 엄청

난 규모의 콜로세움까지도 천막으로 덮었었기 때문이다. (그림 56)

그림 58 전형적인 외부 차광구조물들. Michael Graves의 도서관건물의 외부 격자구조 (위측), 파골라

(아래좌측), 나무그늘(아래우측)

그림 56 기원전 80년경에 건설된 로마의 

콜로세움에는 약 50,000명이 자리했으며

차광을 위해서 엄청난 천막이 덮여졌다.
그림 57 케이블에 늘여 뜨려진 이동 가능

한 천막



현 의 소규모의 이동 가능한 천막이 그림 57에서 볼 수 있다.

많은 전통적인 차광구조는 공기와 빗물은 통과하고 빛만 차광하도록 디자인되었다. 파골

라, 격자구조 그리고 나무그늘 등은 그와 같은 구조의 예들이다. (그림 58) 

전통적이지 않은 흥미로운 차광구조가 그림 

59에 보이고 있다.

저자는 여름보다 겨울에 더 많이 차광하는 

구조를 많이 봐왔다. 성공적인 차광구조를 디

자인하는 것은 보이는 것과 같이 쉽지는 않

다. 외부공간과 건물에 차광 시스템을 디자인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선 머신 아래서 모형

을 통한 실험이다. 이 기술은 이제 설명될 것이다.

7.17 USING PHYSICAL MODELS FOR SHADING DESIGN

선 머신은 이미 앞에서 소개가 된 바와 같이 본 작가는 선 머신이 건축 사무소를 

위한 훌륭한 기구라고 제안했었다. 부록 C에는 선 머신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 

상세한 설명이 되어 있다. 이것을 적용한 예 중의 하나는 차양 기구의 디자인이다. 

차양 기구 모델의 테스트는 기구 성능을 Feed back할 기회를 줄 뿐 만 아니라 설

계자가 태양 차양에 한 모든 것에 해 알 수 있도록 해 준다. 이 디자인의 방법

은 개념적으로는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배우고 기억하기에 아주 용이하다. 실제 모

델에 의한 차양 기구를 디자인하는데 있어서 그 순서는 예를 통해 설명한다.

Procedure for Sading Design by Means of Physical Models

1. 스케일에 따른 모형이나 또는 적당한 

건물 전면의 일부를 만든다.

2. 선 머신을 설치하고 정확한 위도로 조

정한다. (부록 C참고)

3. 선 머신 경사 테이블의 중앙에 모형을 놓는

다. 모델의 방향을 맞추는 것을 잊지마라. (즉, 

남측창은 남측에 그림 60와 같이)

4. 표7.D 와 표7.E 로부터 각각 internal dominated 그리고 envelope dominated 건물을 

위한 과열과 과소열 기간의 마지막 날을 결정하라.

5. 과열이 되는 기간의 마지막 날을 맞출 수 있도록 선 머신을 설치, 모델의 그림자

를 체크하고, 필요한 돌출부를 조정하라.

6. 그날 각각의 시간동안 변하는 그림자를 측정하기 위해 모델을 돌려라.

7. 필요한 그림자를 얻을 수 있도록 모델을 좀 더 조절하라.

그림 60 선 머신에

서 모델의 제작과 

위치고정. 그림자는 

정확히 창을 덮어 

버리고, 이 디자인에

서 과열기간의 마지

막 날에서 12기 정

각에 일치한다.

그림 59 구멍난 

막 형태의 차광구

조물



8. 선 머신 램프를 과소열이 되는 기간의 마지막 날에 맞추어지도록 설치하고 태양

의 통과를 체크하라.

9. 태양의 통과가 적당하지 않을 시에는  모델에서 변화를 주어라.

10. 이날의 그림자 변화를 보기 위해서 모델 스탠드를 돌려라.

11. 5~10까지 과정을 충분한 디자인으로 발전될 때까지 반복하라.

Illustrative Example 

Problem : 인디안, 인디아나 폴리스에서 조그만 건물을 위해서는 수평의 돌출부가 

필요하다. 여기서 주광은 고려 사항이 아니다. 돌출부는 남측을 면한 벽에 5ft의 넓

이 4ft높이 창을 위한 것이다.

Solution

1. 주변을 포함한 창 모형을 제작한다. 편

의를 위해 모형은 약 6인치 정도의 폭이어

야 한다. 유리창은 아세테이트 같은 투명한 

플라스틱 필름을 사용하라.

2. 부록 C는 선 머신의 설치와 사용방법을 

설명해 준다. 인디아나 폴리스의 위도 조정

을 위해 경사 테이블을 조정하라. 

3. 경사 테이블의 중앙에 push 핀으로 고

정을 시키고 남측으로 향하게 하라.

4. 그림4.5로부터 인디아나 폴리스는 지역 

3의 기후임을 알 수 있다. 건물은 

envelope dominated 이기 때문에 표 7.E

를 사용하여 과열기간의 마지막 날인 약 9

월 15일과 과소열 기간의 마지막 날인 약 

5월 7일을 결정할 수 있다. 

5. 9월 15일에 맞추기 위해 선 머신에서  

램프를 옮겨라. 창 문턱에 그림자가 드리우

는 길이의 돌출부를 자르고 붙여라. (그림 

60)

6. 모델 스텐드를 돌려감으로써 그날 각각

의 시간 동안의 그림자가 측정된다. 돌출부

가 충분히 넓지 못하기 때문에 오후 4시에 

태양빛이 창을 어떤 식으로 지나치는지를 

관찰하라. (그림 61)

7. 돌출부를 넓게 만들어 준다. (그림 62)

8. 5월 7일 이상이라고 결정이 된 과소열 기

그림 61 여기서는 

그림자가 9월15일 

오후 4시에 일치한

다. 태양이 차양을 

벗어나는 것을 관찰

하라.

그림 62 차양으로 

넓게 다시 디자인 

하였다.

그림 63 광원은 태양

이 필요한(이 경우에는 

5월 7일) 과소열 기간

의 마지막  날 전에 차

양을 실험 할 수 있도

록 재조정된다. 신에 

창은 그림자가 드리워

진다.

그림 64 창이 완전

히 겨울 태양에 노

출되어 있을 때까지 

오버행을 움직인다. 

이것은 과소열 기간 

동안 오버행의 위치

를 결정한다.



간의 끝에 맞추어지는 지점으로 램프를 움직

여라. 이 시간 창은 여전히 태양 안에 있어야 

하고 가리어지지 않는다. (그림 63) 

짧은 돌출부는 여름 그림자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움직이는 돌출부 신 사용하라.

9. 창문의 겨울철의 태양에 완전히 노출되

도록 돌출부를 움직여라. (그림 64)

10. 그림자가 하루 동안 어떻게 변하는지를 볼 수 있도록 모델 스탠드를 돌려라.

11. 이 경우에 해결책은 1년 동안에 두 번 움직일 수 있는 차양의 설치이다. 여름

에는 그림 63과 같이 내려가고, 겨울에는 그림 64와 같이 올라간다.

모델 텍스트는 많은 놀라운 점을 발견하게 해준다. 예를 들어 예각에서는 아주 적

은 양의 태양광만이 유리창을 통과한다. 이러한 각에서는 부분 거울과 같이 작용

한다. (그림 65) 

이 현상에 해서는 본 장에서 나중에 설명될 것이다.

복잡한 그림자 문제라 하더라도 이러한 실제 

모델링에 의해서 쉽게 해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상한 각과 둥근 모양을 한 복잡한 건

물을 위한 차양 시스템의 분석은 일반적인 

건물의 분석과 비교할 때 그다지 어려운 것

이 아니다. (그림 66)

이 도구는 나무, 이웃한 건물, 그리고 지형 

형태로부터의 그림자를 쉽게 측정할 수 있

기 때문에 지 계획에 매우 적합하다. (9장)

7.18 GLAZING AS THE SHADING ELEMENT

아주 투명하고 얇은 유리라 하더라도 입사

하는 태양 복사의 100%를 전달하지는 못 

한다. 전달되지 않는 복사는 표면에서 흡수

되거나 반사된다. (그림 67)

흡수되는 양은 창의 형태, 첨가물, 그리고 

두께에 달려있다. 반사되는 양은 표면의 특

성과 입사하는 복사의 각에 달려있다. 각각

의 이러한 요소는 흡수를 먼지로 해서 아래에 설명되어질 것이다.

그림 65 이 모델은 

매우 큰 입사각에서 

태양이 부분 유리 

차에서 반사가 된다

는 것을 보여 준다. 

유리창 아래 지면위

에서 일어나는 반사

를 관찰 하도록 하라.

그림 66 차양 기구가 아무리 복잡해도 실제 모

델을 이용하여 디자이너의 수고를 덜 수 있다.

그림 67 입사하는 태

양복사로부터의 총 열 

획득은 투과와 재 복

사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투명한 유리에서 

입사 태양복사의 약 

90%는 열 획득이다.



투명한 유리와 플라스틱의 부분의 형태

는 흡수하는 복사의 양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두께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흡수는 

주로 유리의 색이나 회색의 그림자를 주는 

첨가제의 기능이다. 색이 들어간 유리는 빛 투

과를 감소시키지만 흡수된 복사는 실내로 다시 

복사되기 때문에 열 취득을 감소시키지는 못한

다. (그림 68) 

어떤 색유리는 가시광선보다는 태양복사의 

단파 적외선 부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열 

흡수라고 불린다. 그러나 이 형태의 유리라

도 아주 적은 양의 태양열 획득을 감소시

키는 것이다.

색유리는 비록 적은 양이지만 커튼웰을 통

한 태양열 부하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1960년에 매우 인기가 있었다. 이것은 또

한 위 한 건축가에서 색을 제공해 주었다. 

이것은 원래 초록, 회색, 갈색만이 있었으

나, 최근에는 청색까지 나와서 그 인기가 

다시 올라가고 있다. 

유리는 반사에 의해서 태양복사를 막는다. 

그림 69의 그래프는 입사각에 따라 투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준다. 이것은 또한 입

사각이 정상각에서 표면까지 어떻게 측정

되는가를 보여준다. 투과는 0˚ ~ 45˚까지 

각에서 거의 일정하다는 점에 유의하라.

그러나 70˚이상에서는 유리를 통한 태양 

복사의 투과가 현저히 감소한다. 이 현상은 차양 수법으로 몇몇 건축가에 의해 사

용되었다. 가장 훌륭한 예로는 Tenpe, Anzonan (그림 70)이다.

창으로부터 반사되는 태양열 복사의 양은 

반사코팅을 첨가함으로써 상당히 그 양을 

증가시킬 수 있다. 창유리의 한 표면은 특

정한 태양 복사를 여전히 통과시키는 얇은 

두께의 금속 코팅으로 덮여있다. 반사도는 

코팅의 두께에 달려 있고 거울은 100% 반

사도에 달하는 코팅에 지나지 않는다. 반사 

그림 68 열 흡수 유

리로 흡수된 태양 

복사 부분은 실내에

서 재 복사를 하기 

때문에 총 열 획득

은 매우 높다.

그림 69 유리를 통

한 태양 복사의 전

달은 입사각의 기능

이다. 이것은 정상에

서 평면으로 향해서 

측정된다.

그림 70 아니조나 템프에위치한 도시는 차

양의 개념으로 뒤집어진 피라미드 모양이

다. 하늘에서 태양이 높이 있을 때, 건물 

자체로서 태양을 가린다. 낮은 각도에서 태

양 복사의 부분은 매우 큰 입사각 때문

에 유리에서 반사 된다.

그림 71 반사 유리는 

색의 왜곡 없이 태양 

복사를 막는다. 반사 유

리는 다양한 반사도를 

가진 제품을 이용할 수 

있다. 위에서는 50%를 

쓴 것을 볼 수 있다.



유리는 조망을 제공하면서 태양 복사를 막는데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 (그림 71) 

이것은 동쪽과 서쪽에 면한 창에 적당하다. 1970년  반사 유리가 사용 가능해졌

을 때 몇 가지 이유에 의해 매우 빠른 속도로 유행되었다. 이것은 열 흡수 유리보

다 태양 복사를 막는데 유리하고 색을 왜곡시키지 않았다. 

그림 67, 68, 71에서 총 태양투과를 비교하라. 이것은 다른 건물, 구름 등의 극적

인 이미지를 반사시키고, 열 흡수 유리가 그 명성을 잃어 가고 있는데 비교 할 때 

새로운 것이었다.

색 또는 반사 유리 시스템은 효과적인 차양 기구일 수 있지만 이들은 서로 구분되

어지지 않는다. 이들은 태양으로부터의 빛과 시야로부터의 빛을 구별하지 않는다. 

이들은 주광이 필요하든 그렇지 않든 빛을 걸려낸다. 그리고 원치 않는 여름의 태

양광을 받아들이는 것만큼이나 겨울철 태양광을 막는다. 따라서 색 또는 반사 유리

는 주광 또는 태양열 난방이 필요한 곳에서는 적당하지 않다. 만일 태양이 배제 되

어야 한다면 이것은 적당하지 않다. 그러나 조망의 문제에 있어서는 다르다. 유리가 

모든 차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매우 낮은 형태의 투과 형태가 되어야 한다. 이

런 종류의 유리를 통한 조망은 태양이 비추는 날을 어둡고 침울하게 만든다. 따라

서 외부 돌출, 핀 등이 일반적으로 가장 좋은 차양 기구이다. 그러나 색이 들어가거

나 또는 반사 유리는 매우 습한 지역에서 확산 천공 복사를 막고 섬광 조절에 훌륭

하다. 이것은 12장에서 논의 될 것이다. 

외부 차양으로 가능한 차별적인 조절은 특정한 상황에서 유리 자체에 의해 얻어질 

수 있다. 유리블록에서 불투명한 모르타르를 조인트는 에그 크리스 차양 시스템과 

같이 사용될 수 있다. 새로운 종류의 유리는 특정한 상태에서 정돈된 포토에칭이 

된 판과 합쳐진다. 그 결과의 효과는 그림 19에 설명했던 미니 루버와 비슷할 것이

다. 

주광은 필요하고 태양열 난방은 필요가 없

을 때 적외선 복사를 막고 태양 복사의 가

시광선을 통과한다면 상당한 장점이 될 것

이다. 특정한 “선택적인” 또는 “low-e"유

리 시스템은 어느 정도 이러한 역할을 해

낸다. 

그림 72가 보여 주듯이 low-e 유리는 다

른 유리 재료보다 차가운 쪽의 주광을 통

과시키는데 그 이유는 적외선 복사 부분보

다 가시광선 부분을 좀더 많이 전달시키기 

때문이다. low-e유리는 종래의 유리보다 

작은 복사열을 전달하기 때문에 겨울에도 유용하다. 

가까운 미래에는 위에서 언급했던 “선택적인”형태보다 좀더 나은 유리창 시스템이 

그림 72 low-e 유리는 가시광선 복사보다 

더욱 많은 적외선 복사를 반사시키기 때문

에 차가운 주광을 실내로 전달한다.



생기게 될 것이다. 이것은 빛, 열, 또는 전기에 반응하여 변화하기 때문에 

“responsive 유리 ”시스템이라고 불린다. 태양 빛에 노출이 되었을 때 어두워지는 

선글라스는 이런 유리의 한 예이다.

Rules for Glazing Selection

1. 태양열 난방이 주 고려 사항일 경우에는 투명한 유리를 사용하라. (특히 남측면에)

2. 태양열 난방을 줄여야 하고 외부 차양기구가 설치 가능하지 않을 때 (특히 동쪽

과 서쪽)는 반사 유리를 사용하라.

3. 태양열 난방을 줄여야 하지만 주광이 필요하고 외부 차양 기구의 불가능 하 때

에는 새로운 형태의 low-e유리를 사용하라.

7.19 INTERIOR SHADING DEVICES

에너지 배출의 관점에서 보면 외부 차양 

기구는 가장 효과적인 것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실제적인 이유에서 커텐, 롤러차양, 

베니스풍의 블라인드 그리고 셔터 같은 내

부의 기구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림 73) 

실내 기구는 자연력에 응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외부 차양 기구보다 덜 비싸

다. 이들은 매우 조용하고 움직이기 쉽기 때문에 손쉽게 변화하는 요구에 반응 할 

수 있다. 차양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구는 기밀, 현휘 조절, 단열 그리고 내부 미관

등과 같은 수많은 이점이 있다. 밤에는 노출된 창에 의한 “블랙 홀”효과를 막아 준

다.

내부기구는 일반적으로 외부 기구가 제공되

든 안 하든가의 여부에 상관없이 설치되기 

때문에 목적에 맞게 잘 이용해야 한다. 이

것들은 태양광이 외부 차양 기구를 넘어서 

실내로 들어올 때 태양을 차단하도록 사용

되어야 한다. 외부 차양 기구가 일년중 환

절기 또는 과소열 기간 동안에 예외적으로 

더운날 그 역할을 제 로 할 수 없게 설계

되었을 경우에도 매우 유용하다. 베니스풍의 블라인드 또는 광선반 형태에서 이들은 

선명한 주광을 공급할 수 있다. (그림 74)

내부 기구의 한 가지 결정적인 단점은 식별을 할 수 없다는 점이다. 뉴욕 니아그라 

폴에 있는 후커 화학 주식회사 사무실은 매우 좋은 예이다. 창문 벽은 4ft 떨어진 

두장의 유리 사이에 수직 루버가 들어 있는 형태로 되어있다. 

여름 동안 이 공간에 쌓인 열은 지붕을 통해 배출되도록 한다. 차양은 단지 루버의 

단편적인 기능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들은 실내로 주광을 반사시키고 야간에 건물

그림 73 실내 차양 기구

그림 74 주광의 질에 영향을 주는 실내 차양 기구



의 단열을 위해서 닫을 수 있다. 

이중 유리 안에 베니스풍의 블라인드를 포함한 찬 시스템은 상업적으로 가능하다. 

베니스풍의 블라인드는 다양한 색으로 나와 있지만 흰색 또는 거울과 같은 마감을 

한 것이 난방, 냉방 그리고 주광에 가장 적합하다.

7.20 SHADING COEFFICIENT

이 장에서 언급한 다양한 차양 기구는 차

폐계수의 개념을 이용하여 양적인 방법으

로 비교 할 수 있다. 이 계수는 분석을 위

해 발전되었지만 여기서는 다양한 접근을 

비교하는 방법으로써 적당히 사용 할 것이

다. 차폐계수는 구분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당히 넘어갈 수 있다. 이것은 직

접 태양 복사를 막는 것만큼 시야를 막는

데 신뢰성을 준다. 물론 외부 차양 기구의 

효과는 특별한 디자인에 달려 있고 따라서 

일반적인 형태에 번호를 부여 하는 것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 7.J는 우리

에게 다양한 차양 기구의 상 적 효과에 

하여 제시한다. 

7.21 CONCLUSION

차양의 관점에서 이상적인 건물은 남측에 면한 창이 돌출된 수평 오버행을 가진 

것, 북측과 남측 정면에만 창을 가진 것이다. 오버행의 크기와 종류는 건물, 기후, 

그리고 건물 지의 위도에 달려있다. 

흔한 일이겠지만 모든 측면으로 창이 있을 경우에도 건물은 각 방향에서 길게 보이

지는 않는다. 각 방향은 서로 매우 다른 환경을 갖는다. James M Fitch는 그의 

American Building 2: The Environment Force That Shape It에서 건물의 남쪽

으로부터 북측으로 움직이는 것은 Florida에서 Maine까지 여행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건물은 구분되는 다양한 외관이 없는 객체를 갖는다. 태양열의 관점에서 보면 칭

인 동쪽과 서쪽 정면이라도 거의 구분이 되지 않는다. 이들은 오후 온도가 아침 온

도보다 상당히 높고 지 조건이 거의 같지 않기 때문에 다르다. (즉 나무는 동쪽으

로 향하지는 않지만 서쪽으로 향하지는 않는다.) 다비스, 캘리포니아 학의 한 건

물은 다양하게 이 객체를 잘 이용했다. (그림 75, 76)

표 7.J 다양한 차양 기구의 차폐계수



그림 75 다비스의 캘리포니아 학 생물 

과학관의 남쪽과 동쪽 정면에 각 방향의 

독특한 조건에 반응하면서 객체 하나하나

가 어떻게 유지되는지를 보여준다.

      

그림 76 같은 건물에서의 북쪽과 서쪽의 정면

만일 르 꼬르뷔제가 뉴욕의 UN건물을 설계했더라면 이 도시는 오늘날 매우 다른 

외관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르 꼬르뷔제는 노출 유리를 가리기 위해 brise-soleil

을 사용하기를 원했다. 그때는 차양 기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건물은 석재가 

부분 남쪽과 북쪽 정면을 바라보는데 반해 유리는 부분 동쪽과 서쪽 정면을 향했

기 때문이다. 단지 평면을 돌림으로 해서 건물 성능을 상당히 개선시킬 수 있다. 에

너지를 고려한 디자인의 상징 신 이 건물은 에너지를 낭비하는 기계설비의 비용

으로만이 거주 가능한 유리 슬래브 사무소 타워의 전형이 되었다. (그림 77)

그림 77 1950년 뉴욕의 헤드쿼터 사무실 

바닥은 많은 사무실 건물의 원형이 되었다. 

르 꼬르뷔제가 아마도 유리 파사드의 부

분 동쪽과 서쪽으로 향해있고 차양에 의해 

전혀 가려지지 않은 반면에 텅 빈벽은 

부분 북쪽과 남쪽을 향해있다는 것을 발견 

했다면 매우 화가 났을 것이다.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는 고츨 건물의 이미지에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의 

프라이스 타워는 차양 기구의 모든 형태를 다 사용했다. (그림 78)

 다른 위 한 건축가와 마찬가지로 그는 차양 기구가 건축에 중요한 부분임을 깨달

았다. 이 강한 미적 표현의 가능성은 최근에는 무시되어 왔다. 1973년의 에너지 파

동은 이 매우 중요하고 건물의 시각 측면에서 우리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