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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esents the way of estimating quantitative damage on solar encroachment using the 

winter solar window of the vertical sun path diagram. The winter solar window is divided into 108 

parts that are composed of 18 divisions of time by 6 divisions of date. The direct solar heat 

radiation of each part that is blocked by surrounding buildings during three months from 

November 21 to February 21 is calculated based on the incident solar angle on a window of a 

residence. Then the direct solar heat radiations are multiplied by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of 

windows and the city gas price and added up to become the total increased heating expense of a 

residence during the underheated period of three months.

주요어 : 겨울태양창, 일조피해, 정량적 피해정도, 추정

Keywords: Winter solar window, Solar encroachment, Quantitative Damage, Estimation

서 론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건축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이 인근에서 건축물이나 구조물 등이 신축

됨으로 인하여 햇빛이 차단되어 발생하는 일영이 증가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에서 종래 향유

하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일조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정도, 피해의 성질 및 사회적 평가, 가

해건물의 용도,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

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소유자의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사

법상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대법원, 1999). 따라서 가해자는 소유자에게 일조권 침해행

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겠다. 현재 수인한도를 판단하는 기준은 서울고등

법원 판결(서울고등법원, 1996)에서 제시한 기준으로, 동지일 09:00부터 15:00까지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08:00부터 16:00사이의 8시간 중 총일

조시간이 4시간 확보되는 경우의 두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일조피해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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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기준은 일조권 침해의 수인한도를 판단할 뿐 

실제적인 손해배상(금)의 정도를 산출하는 기준은 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일조권 침해로 인

한 손해배상 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광주고등법원, 2019; 부산고등법원, 2019)에 의

하면 피해자들의 재산상 손해인 소유자 건축물의 시가하락액과 주거환경의 악화로 인한 생

활이익의 상실(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에 상당하는 금액(위자료)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조침해로 인한 가치 하락률을 적용한 소유자의 건축물의 가치 하락 부분은 

연구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동절기 동안 일조량의 감소로 초래된 실내 생활환경의 악화로 

인한 난방비의 증가와 같은 생활이익의 피해액을 정량적으로 추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일년 중 실내주거환경에 태양의 일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동절기 동안(11

월21일 ~ 2월21일) 태양광선이 가해건물 등에 차단됨으로서 실내로 유입되지 못하여 감소되

는 태양일사량을 산출하고 감소된 일사량 만큼 보충하여야 할 난방에너지량을 주거용 개별

난방의 열원인 도시가스비를 산출하여 정량적 일조피해를 추정하였다.

본 연구의 수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 일조권 수인한도 기준을 이용할 때 정량적 일조피해 정도를 산출할 수 없는 한계

점을 제시한다.

둘째, 수직태양궤적도에 작성된 겨울태양창(Lechner, 2015)을 이용하여 장애물 등에 의하

여 침해되는 태양일사량의 감소량을 산출하는 방법론을 구축한다.

셋째, 태양일사량의 감소량을 근거로 주거용 건물에서 동절기 동안의 난방비 증가와 같은 

에너지비용의 정량적 일조피해를 산출하는 방법론을 구축한다.

넷째, 사례 연구를 통하여 재개발 아파트 주변의 주택의 사업 이전과 이후의 일조피해 정도

를 비교 분석하여 재개발 사업에 의한 일조피해 정도를 산출한다.

현 일조권 수인한도 기준과 기준의 한계점

현 일조권 수인한도 기준

Figure 1 (Lechner, 2015)는 북위 36도 상에 위치한 지점의 수직태양궤적도로 제일 위로부

Figure 1. Vertical sun-path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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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하지, 5월21일(7월21일), 4월21일(8월21일), 춘분(추분), 2월21일(10월21일), 1월21일

(11월21일), 동지의 태양경로 7개를 보여주고 있다. 현재 일조권 기준을 적용하는 태양경로

는 제일 아래에 있는 붉은선으로 표시된 동지일의 태양궤적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의 태양의 위치를 고도각과 방위각으로 보여주고 있다.

현 일조권 수인한도의 기준은 수직태양궤적도의 제일 아래에 있는 동지일 태양궤적에서 

태양이 주변건물에 의해 가려지지 않고 노출되는 태양궤적의 시간이 9시부터 15시사이에 연

속 2시간 이상이거나 8시부터 16시 사이에 총합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에 수인한도를 만

족하는 것으로 이 기준이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Figure 2-1은 어둡게 그려진 남쪽 방향

에 있는 주변 건물이 동지일의 태양궤적을 가로막지 않아 연속2시간과 총합4시간의 수인한

도 모두를 만족시킨 경우이며 Figure 2-2는 주변 건물이 동지일의 태양궤적을 가로막고 있어 

연속 2시간과 총합4시간의 수인한도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한 경우를 보여준다.

현 일조권 수인한도의 기준의 한계점

현 일조권 수인한도의 기준은 동지일에 연속2시간 또는 도합 4시간 등의 태양일사를 취득하는 시

간을 기준으로 수인한도 여부를 판단한다. 만약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않을 경우, 침해가 시작되는 

시각과 침해가 끝나는 시각을 보고 일조피해 정도가 크고 적음을 예상해 볼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정

보도 동지일에 국한되며 동절기 동안의 생활이익의 정량적 피해액을 추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Figure 2-1. Case of satisfaction of the continuous 2 hours and total 4hours of sunlight

Figure 2-2. Case of dissatisfaction of the continuous 2 hours and total 4hours of sun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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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태양창을 이용한 동절기 동안의 난방비 증가비용 산출 방법

겨울태양창을 이용한 일조피해정도의 파악

겨울태양창은(Lechner, 2015) 태양의 고도가 가장 낮은 동지일의 일중 태양궤적과 2월 21

일의 일중 태양궤적 사이에 형성되는 3개월(92일)간의 태양이 지나가는 경로 중 태양에너지

의 세기가 약한 이른 아침(오전 9시 이전)과 늦은 오후 부분(오후 3시 이후)을 제외하고 가상

의 천구상에 만들어진 부분(Figure 3)을 말한다. Figure 4는 수직태양궤적도 상에 붉은선으로 

둘러싸인 곡선 모양의 겨울태양창을 보여주고 있다

Figure 3. Winter solar window

Figure 4. Winter solar window on vertical sun-path diagram

Figure 5는 피해건물의 남쪽 방향에 위치하여 일조를 침해한 주변 건물의 외관 모습을 겨

울태양창 내에 어두운 부분으로 보여주고 있다. 현 일조권 기준을 적용할 때 피해건물의 상황

은 연속2시간 또는 총합 4시간의 일조시간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한 겨울태양창 기간인 동절기 동안 일조피해가 발생한 기간과 시간을 알 수 있으며 어두운 부

분의 크기에 의해 일조침해의 피해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이 부분이 클수록 일조침해의 피해

정도가 많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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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The silhouette of surrounding buildings onto winter solar window

일조침해에 의한 태양일사량 감소량 산출

동절기 동안의 일조침해에 의하여 차단된 태양일사량 산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한시

간을 20분 간격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18개의 구획으로 나누고 12월21일(동지)과 2월21일 

사이를 10일 간격으로 6개의 구획으로 나누어 겨울태양창을 108개의 구획으로 나누었다. 

Figure 5의 일조피해를 받는 기간과 시간의 어두운 부분을 108개의 구획된 영역 내에 위치하

여 수정하여 Figure 6에 나타내었다.

Figure 6. Revised silhouette of surrounding buildings onto 108 boxes of winter solar window

각 구획의 태양일사량을 산출하기 위하여 직달일사 태양세기, IDN (ASHRAE, 1985)를 계산

할 날자와 시간은 Table 1에서 보듯이 각 구획의 중앙점에 해당하는 날자와 시간을 선정하였다. 

Table 1. Direct normal solar intensity of 108 boxes of winter solar window

time (i)

date (j)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9:10 9:30 9:50 10:10 10:30 10:50 11:10 11:30 11:50 12:10 12:30 12:50 13:10 13:30 13:50 14:10 14:30 14:50

6 Feb. 16 IDN1,6 IDN2,6 IDN3,6 IDN4,6 IDN5,6 IDN6,6 IDN7,6 IDN8,6 IDN9,6 IDN10,6 IDN11,6 IDN12,6 IDN13,6 IDN14,6 IDN15,6 IDN16,6 IDN17,6 IDN18,6

5 Feb. 6 IDN1,5 IDN2,5 IDN3,5 IDN4,5 IDN5,5 IDN6,5 IDN7,5 IDN8,5 IDN9,5 IDN10,5 IDN11,5 IDN12,5 IDN13,5 IDN14,5 IDN15,5 IDN16,5 IDN17,5 IDN18,5

4 Jan. 26 IDN1,4 IDN2,4 IDN3,4 IDN4,4 IDN5,4 IDN6,4 IDN7,4 IDN8,4 IDN9,4 IDN10,4 IDN11,4 IDN12,4 IDN13,4 IDN14,4 IDN15,4 IDN16,4 IDN17,4 IDN18,4

3 Jan. 16 IDN1,3 IDN2,3 IDN3,3 IDN4,3 IDN5,3 IDN6,3 IDN7,3 IDN8,3 IDN9,3 IDN10,3 IDN11,3 IDN12,3 IDN13,3 IDN14,3 IDN15,3 IDN16,3 IDN17,3 IDN18,3

2 Jan. 6 IDN1,2 IDN2,2 IDN3,2 IDN4,2 IDN5,2 IDN6,2 IDN7,2 IDN8,2 IDN9,2 IDN10,2 IDN11,2 IDN12,2 IDN13,2 IDN14,2 IDN15,2 IDN16,2 IDN17,2 IDN18,2

1 Dec. 26 IDN1,1 IDN2,1 IDN3,1 IDN4,1 IDN5,1 IDN6,1 IDN7,1 IDN8,1 IDN9,1 DN10,1 IDN11,1 IDN12,1 IDN13,1 IDN14,1 IDN15,1 IDN16,1 IDN17,1 IDN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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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Ni,j 의 i는 시간의 구획, j는 날자의 구획을 표현한다. 예를 들어, IDN9,4는 9번째 시간 구획

(11:40~12:00)인 11시50분과 4번째 날자 구획(1월21일~2월1일)인 1월26일의 구획을 말한다.

태양으로부터 건축물의 개구부에 도달되는 태양의 복사에너지는 직접 개구부에 도달하는 

직달일사, 대기권에서 산란되어 천공으로부터 오는 천공일사(확산일사), 주위의 건축물 등의 

표면에서 반사된 일사를 합친 것이 된다. 따라서 일조장해가 발생할 경우 태양일사량 감소량

의 산출은 개구부에 도달하는 태양일사량 가운데 일조침해에 의하여 차단되는 직달일사량을 

산출하면 된다. 건축물의 개구부와 같은 수직면에 직접 도달하는 각 구획의 직달일사량은 식 

(1)의 방법으로 각 108개의 구획에 태양세기(IDNi,j)를 산출할 수 있다.

IDNi,j = A / exp(B/sin β) W/m2 (1)

여기서 IDNi,j: i,j 구획의 태양의 세기

A: 대기 질량 0일때의 태양복사에너지 

B: 대기권에서의 감쇠계수

β: 태양고도각

      (sin h X sin δ + cos h X cos δ X cos t)

h: 특정지역의 위도

δ: 일년 중 j구획의 일적위

t: 특정일의 i구획의 시간각

Figure 6과 같이 겨울태양창 내에 일조침해의 영역이 만들어지면 일조침해가 발생한 구획

의 IDNi,j과 개구부와 직달일사광이 만든 태양입사각, 개구부의 면적, 개구부의 차폐계수를 

곱하여 일조침해 구획의 감소된 직달일사량을 계산한다. 단 한 구획의 시각 간격이 20분 간격

과 날자 간격 10일 단위로 되어 있으므로 직달일사량 산정은 IDNi,j에 3분의 10을 곱하여 일

조침해 구획의 직달일사량을 계산하고 침해받는 구획의 직달일사량을 모두 누적하는 식 (2) 

및 (3)을 적용하여 동절기 동안 차단된 태양일사의 감소량을 산출한다. 

여기서 겨울태양창 기간 중 날자 구획(j구획)이 1구획(12월11일 ~ 12월20일과 12월21일 ~ 

12월31일), 2구획(12월 1일 ~ 12월10일과 1월 1일 ~ 1월10일), 3구획(11월21일 ~ 11월30일

과 1월11일 ~ 1월 20일)의 경우 2회 있으므로 식 (2)에 2배를 곱하였다. 

QD-CUT1=



X
  




  



IDNi,j X cosθi,j X Awin X SCwin (2)

QD-CUT2=



X
  




  



IDNi,j X cosθi,j X Awin X SCwin (3)

QD-TCUT= QD-CUT1 + QD-CUT2

여기서 QD-TCUT: 동절기(92일) 동안 일조침해에 의하여 감소된 총직달일사량(Wh)

QD-CUT1: 11월21일부터 1월21일까지(62일) 일조침해에 의해 감소된 누적직달일사량(Wh)

QD-CUT2: 1월22일부터 2월21일까지(30일) 일조침해에 의해 감소된 누적직달일사량(Wh)

cosθi,j: i,j 구획의(침해구획) 태양입사각

Awin : 창호의 면적

SCwin: 창호의 차폐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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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태양일사 감소량에 의한 난방비 증가비용의 산출 방법

동절기 동안 일조량의 감소로 초래된 실내 생활환경의 악화로 인한 난방비의 증가와 같은 

생활이익의 피해액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주거시설인 아파트에서 이용하는 개별난방방식인 

보일러의 주난방연료로 사용되는 도시가스의 증가분을 비용으로 환산하여 식 (4)와 같이 산

출할 수 있다.

CostHeat = QD-TCUT X 0.0036 X CostLNG (4)

여기서 CostHeat : 난방비 증가비용(원/년)

CostLNG : 현재 도시가스 단가(15.93원/MJ)

도시가스 요금의 연 상승률을 r%로 가정한다면 N년 후의 도시가스 요금은 식 (5)에 의하여 

산출하고, N년 후의 난방비 증가비용을 산출할 수 있다.

CostN-LNG = CostLNG (1 + r/100)N (5)

CostN-Heat = QD-TCUT X 0.0036 X CostN-LNG (6)

정량적 일조피해 추정을 위한 사례 연구

재개발 아파트 주변의 단독주택 일조침해 추정

정량적 일조피해 추정을 위하여 서울시내 재개발 아파트 단지를 사례연구 대상으로 선정

하였다. Figure 7은 재개발 아파트와 주변의 주택을 보여주는 배치도이다. Figure 8은 단지 북

측의 일조침해를 받은 주택(붉은 선안)의 남향을 향한 모습이며 Figure 9와 10은 재개발 사업 

이전에는 일조침해 수인한도를 만족하였지만 사업 이후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여 사업 

이전과 이후의 달라진 월드램을 보여주고 있다. 

Figure 7. The site plan of apartment complex and surroun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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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The building encroached by the redeveloment construction

이 주택의 재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동절기 동안 감소된 일사량 계산을 위하여 Figure 9에 

재개발 사업이전의 일조침해 기간(노란색 부분)과 Figure 10에 사업 이후 발생된 일조침해 

기간(푸른색 부분)을 나타내었다.

Figure 9. Waldram before redevelopment

Figure 10. Waldram after re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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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에는 108개의 구획으로 나눈 겨울태양창에 Figure 10의 일조침해 기간을 수정하

여 푸른색 구획으로 나타내었다. 일조침해를 받은 사례연구 대상 주택의 방위와 창호의 면적 

및 창의 종류는 Table 2와 같다. Table 3은 사례연구 대상 주택의 거실 창호의 방위를 적용하

여 단위면적(m2)당 20분간의 직달일사량(Wh/m2)을 산출하였으며 푸른색의 구획들은 일조

침해를 받은 날자와 시간에 차단된 직달일사량을 나타낸다. 

Figure 11. Revised silhouette of surrounding buildings onto 108 boxes of winter solar window

Table 2. Area and type of window

Orientation Area (m2) Type of glass Thickness (mm) SC

SES 24.5 Single, Clear 6 0.94

Table 3. Direct solar heat energies for 108 boxes of winter solar window unit: Wh/m2

time

date

9:00 - 

9:20

9:21 - 

9:40

9:41 - 

9:59

10:00- 

10:20

10:21- 

10:40

10:41-

10:59

11:00- 

11:20

11:21- 

11:40

11:41- 

11:59 

12:00- 

12:20

12:21- 

12:40

12:41- 

12:59

13:00- 

13:20

13:21- 

13:40

13:41- 

13:59

14:00- 

14:20

14:21- 

14:40

14:41- 

14:59

Feb. 16 179.6 200.5 220.3 233.0 238.2 241.9 241.7 237.7 232.0 224.3 213.1 201.0 187.1 171.6 155.3 137.7 119.2 100.6

Feb. 6 166.8 192.6 217.3 233.5 240.5 245.9 247.0 243.8 239.0 231.4 221.1 209.6 196.1 180.9 164.9 147.6 129.3 110.8

Jan. 26 149.6 180.7 195.9 230.7 239.6 246.9 249.4 247.0 243.1 236.2 226.5 215.5 202.5 187.6 172.0 155.0 136.9 118.8

Jan. 16,

Nov. 26
157.7 186.8 215.1 233.5 242.0 248.9 251.1 248.7 244.8 237.9 228.3 217.4 204.5 189.8 174.2 157.3 139.2 121.3

Jan. 6,

Dec. 6
146.5 178.4 209.5 229.9 239.4 247.5 250.5 248.6 245.2 238.7 229.4 218.8 206.1 191.6 176.3 159.5 141.6 123.7

Dec. 16,

Dec. 26
140.3 173.5 206.1 227.5 243.4 246.3 249.8 248.1 245.0 238.7 229.5 219.2 206.6 192.1 177.0 160.3 142.4 124.6

Table 4. Increased heating expenses for 32 boxes of the case residemce unit: won

time

date

9:00 - 

9:20

9:21 - 

9:40

9:41 - 

9:59

10:00- 

10:20

10:21- 

10:40

10:41-

10:59

11:00- 

11:20

11:21- 

11:40

11:41- 

11:59 

12:00- 

12:20

12:21- 

12:40

12:41- 

12:59

13:00- 

13:20

13:21- 

13:40

13:41- 

13:59

14:00- 

14:20

14:21- 

14:40

14:41- 

14:59

Feb. 21 - 

Feb. 11
0 0 0 0 0 0 0 3,065 2,964 2,815 0 0 2,268 2,052 1,819 0 0 0

Feb. 10 - 

Feb. 1
0 0 0 0 0 0 3,263 3,221 3,157 3,057 0 0 2,591 2,390 2,178 0 0 0

Jan. 31 - 

Jan. 21
0 0 0 0 0 0 3,294 3,264 3,212 3,120 0 0 2,675 2,479 2,273 2,048 0 0

***Jan. 20 - 

Jan. 11
0 0 0 0 0 0 6,636 6,572 6,468 6,286 0 0 5,403 5,013 4,604 4,156 0 0

**Jan. 10 - 

Jan. 1
0 0 0 0 0 0 6,618 6,568 6,478 6,307 0 0 5,446 5,062 4,659 4,215 0 0

* Dec. 31 - 

Dec. 21
0 0 0 0 0 0 6,599 6,556 6,473 6,307 0 0 5,459 5,077 4,677 4,235 0 0

* same as Dec. 20 - Dec. 11, ** same as Dec. 10 - Dec. 1, *** same as Nov. 30 - Nov.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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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는 대상 주택의 창호의 면적, 차폐계수를 적용하여 일조침해를 받은 구획의 기간

(10일 또는 20일) 동안에 차단된 직달일사로 인하여 증가된 난방비를 산출한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사례로 아파트 재개발 단지의 사업에 의한 주변 주택에서 발생된 일조침해로 동

절기 동안의 감소된 총직달일사량(QD-TCUT)은 3,366kh 또는 12,117 MJ로 산출되었으며 

2019년 7월 난방용 서울특별시 도시가스 요금(한국도시가스협회, 2019) 15.93원/MJ을 적용

하여 추가 난방비는 연 193,077원으로 추정되었다. 난방비는 매년 발생되는 비용이므로 도시

가스의 단가가 매년 3% 증가하는 것을 고려한 추가 난방비는 식 (6)에 의하여 산출할 수 있다. 

Table 5는 매 10년마다 누적 추가 난방비를 산출하여 보여주고 있다.

Table 5. Cumulative increased heating expenses

Year Citygas price (won) Rate of gas price escalation (%) Increased heating expenses (won)

0 15.93 0 0

1 16.41 3 193,077

10 21.41 34 2,279,830

20 28.78 81 5,342,432

30 38.67 143 9,460,758

결 론

일반적으로 태양복사에너지에는 일조와 일사의 효과를 포함하고 있다. 가시광선을 포함

하여 자외선에 의한 보건 위생적 효과를 일조라고 하고 온열 쾌적도에 영향을 주는 적외선의 

열적 효과(Olgyay, 1963; Givoni, 1981)를 일사라고 한다. 충분한 일조와 일사를 받는 것은 

인간의 정신을 상쾌하게 만들어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시키는 바 심리적, 생리적으로 중요

한 작용을 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일조와 일사는 인간의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 일

조권의 확보는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심각한 일조침해를 받게 되

면 재실자는 원하지 않는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을 하도록 강요받게 되는 것이며 이로 인한 재

산 가치의 하락은 물론이며 정신적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의 내용과 같다.

첫째, 일조침해 피해정도를 정량적으로 추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겨울태양창을 이용

하여 동절기 동안의 태양일사량 감소량을 계산하고 이에 상응하는 난방비 증가비용을 산출

하는 방법론을 구축하였다. 

둘째, 사례 연구를 통하여 재개발 아파트 북쪽 주변 주택의 재개발 사업 이전과 이후의 월

드램에서 겨울태양창 내의 침해건물 형상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여 재개발 사업으로 발생

된 일조피해 정도를 정량적으로 나타내는 연간 난방비 증가 비용과 도시가스 요금의 상승율

을 고려하여 10년, 20년, 30년 후의 누적 추가 에너지 비용 증가를 추정하였다.

셋째, 선행 연구(이현우, 2018)인 ‘겨울태양창을 이용한 새로운 일조권 기준’에서 정립된 

일조권 기준을 기반으로 일조침해에 따른 일조피해 정도를 난방비 뿐만아니라 조명비, 보건

위생비에 대한 비용도 추정하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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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재개발 사업의 단지 내 세대 중 저층부나 또는 부득이한 배치계획이나 건축계획으로 

방위 상 일조시간 수인한도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세대가 향후 40년(재건축 연한) 동안 입게 

될 일조피해 정도를 추정하여 분양가 산정에 고려하는 등의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후 기

본 연구는 광운대학교 2018년도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짐.

References

1. Lee, H. (2018). A study on Founding a New Standard on Right of Sunlight using the 

Winter Solar Window of the Vertical Sun Path Diagram. Journal of KIAEBS. Vol. 12, 

No. 3, June pp. 264-276.

2. American Society of Heating, Refrigerating, and Air-Conditioning Engineers, Inc. 

(1985). ASHRAE HANDBOOK. 1985 FUNDAMENTALS, Inch-Poind ed., Atlanta, 

G.A.

3. Givoni, B. (1981). Man, Climate, and Architecture. Van Nostrand Reinhold Company, 

New York, N.Y. 

4. Lechner, N. (2015). Heating, cooling, lighting: Sustainable Design Methods for 

Architects 4th ed. John Wiley & Sons, p. 144, p. 148.

5. Olgyay, V. (1963). Design with Climate: Bioclimatic Approach to Architectural Regionalism.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N. J.

6. Busan High Court Decision (2019). 2017GaHap54787 Decided June 18. 2019.

7. Gwangju High Court Decision (2019). 2018GaHap52483 Decided Sept. 18. 2019.

8.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Decision (2018). 2017GaHap550297 Decided Sept. 7 

2018.

9. Seoul High Court Decision (1996). 1994Na11806 Decided March 29. 1996.

10. Supreme Court Decision. (1999).  1998Da47528 Decided July 27. 1999: Supreme 

Court Decision 2004Da54282 Decided June 28. 2007 .

11. Korea City Gas Association (2019). http://www.citygas.or.kr/info/charge.js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