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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산화탄소의 배출 규제, 에너지 다소비 건물

의 에너지 사용량 제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중요도가날로높아지고있다. 특히국가저탄소녹색성장정책의

일환으로정부및지방자치단체의신·재생에너지의의무사용은

이미법제화되었으며, 이를바탕으로정부청사등에서는신·재생

에너지를적용하여설치·운용중이다. 

또한, 공동주택 및 민간 건축물 인허가 시에도 인허가 조건에 의

거하여신·재생에너지를의무화하고있는추세이다. 현재건축물

에는신·재생에너지중본래기능인전기에너지생산은물론건

물의 건축 구성요소인 지붕재, 창호, 파사드(Facade), 그리고 차

양 등에 이용되고 있는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시스템(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 system : 이하 BIPV)이가장많이적

용되고있다.

본고에서는정부나지자체에서추진하는에너지정책에의거신·

재생에너지 설치용량 선정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BIPV모듈의 구

조, 설계및시공시고려사항및설치사례에대해살펴보겠다.

신·재생에너지의 설치용량은 정부 주도 에너지정책 중 공공기관

신축건축물에대한신·재생에너지설치의무화사업,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건축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따라결정할수있다.

2-1. 공공기관신축건축물의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사업

1) 개요

공공기관이신축하는연면적 3,000m2이상건축물의총건축공사

비의 5%(지차제는 7%)를 신·재생에너지 설치로 투자(2011. 4.

12 이전)하거나 예상에너지 사용량의 10% 이상을(2011. 4. 13 이

후) 신·재생에너지로공급하도록의무화한제도를말한다.

2) 설치의무대상기관및건물용도

설치의무 대상기관은 국가기관, 지자체, 정부재투자기관, 공기업

등이고, 건물용도는 공공용시설(군사시설 제외), 문화, 집회, 종교,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관광숙박시설, 판매영업시설 등(창고, 발전

소, 위험물저장소등은제외)이다.

3)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비율의산정기준및방법

본고에서는 총 건축공사비 비율에 의한 기준은 제외하고, 개정된

예상에너지 사용량 기준으로 산정비율을 <표 1>~<표 6>을 통해

설명하고자한다. 

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시스템(BIPV)의
설계및시공시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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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생산량 / 예상에너지사용량× 100



332012 AUTUMN

2-2. 친환경건축물인증기준

1) 개요

친환경 건축물 인증이란 지속 가능한 개발의 실현과 자원절약형

이고 자연친화적인 건축물 건립을 유도하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10,000m2 이상인 공공건축물은 친환

경인증취득을의무화하고, 특히청사나공공업무시설은우수등급

이상을법제화하고있다. 민간의경우건축물인허가시에친환경

인증기준을인허가조건에명시하여준의무화하고있다.

2) 친환경건축물인증에서의신·재생에너지적용기준

인증등급은 최우수(그린1등급), 우수(그린2등급), 우량(그린3등

급), 일반(그린4등급)으로구분되며 <표 7> 및 <표 8>의심사점수

로분류한다.

표2 신·재생에너지생산량

원별설치규모×단위에너지생산량×원별보정계수

표3 예상에너지사용량

건축연면적×단위에너지사용량×용도별보정계수

×지역별보정계수

신·재생에너지원 단위에너지생산량 원별보정계수

태양광

고정식 1,358 6.17

추적식 1,765 5.35

평판형 596 kWh/m2·yr 1.98

태양열 단일진공관형 745 kWh/m2·yr 1.82

이중진공관형 745 kWh/m2·yr 1.61

지열(수직밀폐형) 2,045 kWh/m2·yr 0.72

표4 단위에너지원별보정계수

kWh/kW·yr

구분 지역계수 구분 지역계수

서울 1.00 광주 1.01 

인천 0.97 대구 1.04 

경기 0.99 부산 0.93 

춘천 1.00 경남 1.00 

강릉 0.97 울산 0.93 

대전 1.00 경북 0.98 

충북 1.00 전남 0.99 

전북 1.04 제주 0.97 

충남 0.99 

표6 지역별계수

구분
단위에너지사용량

용도별보정계수
(kWh/m2·yr)

교정및군사시설 392.07 1.64 

공공용 방송통신시설 490.18 1.31 

업무시설 371.66 1.73 

문화및집회시설 412.03 1.56 

종교시설 257.49 2.50 

의료시설 643.52 1.00 

교육연구시설 231.33 2.78 

문교·사회용
노유자시설 175.58 3.67 

수련시설 231.33 2.78 

운동시설 235.42 2.73 

묘지관련시설 234.99 2.74 

관광휴게시설 437.08 1.47 

장례식장 234.99 2.74 

판매및영업시설 408.45 1.58 

운수시설 374.47 1.72 

상업용 업무시설 374.47 1.72 

숙박시설 526.55 1.22 

위락시설 400.33 1.61 

표5 건축물용도별보정계수

등급
심사점수

비고
신축건축물 기존건축물

최우수(그린1등급) 74점이상 69점이상

우수(그린2등급) 66점이상 61점이상
100점만점

우량(그린3등급) 58점이상 53점이상

일반(그린4등급) 50점이상 45점이상

표7 공동주택등급별심사점수

등급
심사점수

비고
신축건축물 기존건축물

최우수(그린1등급) 80점이상 75점이상

우수(그린2등급) 70점이상 65점이상
100점만점

우량(그린3등급) 60점이상 55점이상

일반(그린4등급) 50점이상 45점이상

표8 업무용건축물, 학교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그밖의건축물및복합건축물심사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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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신·재생에너지 적용 비율인 아래 <표 9>의 3.2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 사용의「신·재생에너지 이용」평가항목과 <표

10>의가중치에의해결정된다.

2-3. 건축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은 건축법 66조에 의거하여 건축물

인허가시건축, 기계, 전기각분야별에너지절약관련필수항목과

선택항목인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Energy Performance Index :

이하 EPI)로 구분하여 EPI에 대해최소 60점 이상확보하도록의

무화하고있다. 서울시등일부지자체는EPI 점수를86점이상요

구하고 있어 이 점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축, 기계, 전기, 신·

재생 분야별 점수를시뮬레이션 해봐야 하지만보통 아래 <표 11>

과같이신·재생에너지를일정비율을적용해야한다. 

EPI 점수는 2-2에서 언급한 친환경 건축물 인증기준의 3.1.1의

점수항목으로친환경인증의가장큰배점을차지한다. EPI 자체의

점수충족뿐만아니라친환경인증기준를만족시키기위해서라도

신·재생에너지적용이필요하다. 

또한 서울시의 경우「녹색건축물 가이드라인」에서 신·재생에너

부문 범주 평가항목 세부평가기준 구분

표9 업무용건축물인증심사기준

1. 

토지

이용

1.1 

생태적

가치

1.1.1 

기존대지의

생태학적가치

평가

항목

기존대지의생태학적

가치, 토지이용현황, 

용도지역등을근거로

점수부여

1.2 

인접대지

영향

1.2.1 

일조권간섭방지

대책의타당성

평가

항목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대상건축물정북방향의

각부분의높이를잰

최대앙각

2. 

교통

2.1 

교통부하

저감

2.1.1 

대중교통에의

근접성

평가

항목

대중교통시설(철도역, 

지하철역, 버스터미널, 

버스정류소)과의도보거리

2.1.2 

대지내자전거

보관소설치여부

평가

항목

자전거보관소설치및

자전거이용자를위한

샤워시설마련여부

3.1.2 

계량기설치여부

평가

항목

용도별사용에너지를

측정할수있는계량기

설치여부

3.2 

지속가능한

에너지원

사용

3.2.1 

신·재생에너지

이용

평가

항목

신·재생에너지시설의

설치비율에따라점수를

부여

3.1.3 

조명에너지절약

평가

항목

조명밀도및

조명방식에대한평가

3. 

에너지

3.1 

에너지

절약

3.1.1 

에너지효율향상

필수

항목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

기준(국토해양부고시제)의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에서취득한점수또는

건축물에너지효율인증

등급을근거로평가

난방, 냉방, 전기설비용량또는급탕부하에대한
가중치

신·재생에너지설치비율

5% 이상 1.0

4% 이상 0.8

3% 이상 0.6

2% 이상 0.4

1% 이상 0.2

표 10 적용비율에따른가중치

기본배점(a) 배점(b) 평점

항목

표 11 EPI의신·재생에너지적용비율

a×b1점

사무, 판매, 숙박, 

목욕, 관람, 병원, 학교,

주택1, 주택2

1. 전체난방설비용량에

대한신·재생에너지

용량비율

3

2%

이상

적용

2. 전체냉방설비용량에

대한신·재생에너지

용량비율

3

2%

이상

적용

4. 전체전기용량에대한

신·재생에너지용량비율
3

2% 
이상
적용

3. 전체급탕부하에대한

신·재생에너지용량비율
3

10% 
이상
적용

신·재생

부문

후략

신·재생부문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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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사용을 전체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의 5% 이상 권장사항으로

요구하고있다.

상기의 용량 선정기준을 참고하여 건축물 인허가 시 건축조건(용

적률, 건축한계선, 입면의미관적인영향, 녹지율) 및공사비, 시공

성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신·재생에너지원 및 적용비율을 선정

해야한다.

3-1. BIPV모듈의구조

현재 건축물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BIPV모듈은 Cell의 재질에

따라결정질과비정질(박막형)로구분된다. 또한유리의접합방식

에따라 PV모듈의양면에유리를사용하는투광형 G to G 타입

(Glass to Glass)과 전면에 투명유리를 사용하고 후면에 불투명

금속체를접합한불투광형인G to T 타입(Glass to Teddlar)으로

구분된다.

1) PV모듈의구조

PV모듈의 기본구조는 [그림 1]과 같이 태양전지 셀을 직·병렬

연결한 스트링을 중심으로 [그림 2]와 같이 전후면에는

EVA(Ethylene Vinyl Acetate)를 부착하여완충재역할을담당하

고, 전면 상층에는 저철분 강화유리, 후면 최하층에는 Back

Sheet순으로 적층(Lamination)한 후 진공상태에서 열을 가하여

라미네이션공정후, 부틸고무와알루미늄프레임을측면에부착하

고, 후면에단자박스를접속하여완성된다.

태양전지셀은P-N 반도체접합SI(실리콘결정)로구성되어 [그림

3]과 같이 외부에서태양빛을받으면광전효과로인한 P-N 접합

부의전자흐름에의해직류전력이발생한다.

이러한태양전지의종류와효율은아래 [그림 4] 및 <표 12>와같

이 분류될 수 있고 현재 Bulk형 실리콘 태양전지는 단결정이

16~19% 수준이며, 박막 태양전지는 5~9% 수준으로 벌크형에

비해낮은수준이다.

3. BIPV모듈의구조, 종류및기능

[그림 1] 태양전지스트링구성

[그림2] PV모듈의구조

[그림3] 태양전지셀의발전원리

[그림4] 재료에따른태양전지의분류

Ⅱ-Ⅲ-ⅥBulk 박막 Ⅱ-Ⅵ Ⅲ-Ⅴ

화합물실리콘

단결정 다결정 다결정 비정질

미세

결정질

CuInSe2

Cu(In,Ga)

Se2

CdTe,

CdS
Cu2S InP

유기물염료감응

C60,

Polymers

Dye-TIO2

박막 Bulk

GaAs

태양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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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IPV모듈의구조

일반적으로 커튼월 구조의 비전(Vision)부의 창호재로 사용되는

BIPV모듈은 [그림 5]와 같이 PV모듈의 Back Sheet 대신에 단

열성능을강화하기위해공기층을두고유리를덧붙인구조(G to

G)이다.

전술한바와같이 BIPV모듈의 Cell로는 결정질과박막형이사용

되어 PV타입 모듈의 효율을 따라 박막형이 결정질에 비해 효율

이 낮아 큰 면적을 차지하지만, 결정질에 비해 온도상승에 따른

성능저하가크지않고흐린날씨에도효율이높으므로건축구조

적으로통풍이어렵거나일부그늘을피할수없는장소에적용하

면유리하다.

3-2. BIPV 모듈의종류

BIPV모듈의종류는 <표 13> 및 <표 14>와같이유리와셀, Back

Sheet 접합 방법과 모듈의 종류 및 Cell 배치 밀도에 따라 구분

된다. BIPV시스템에서모듈은하나의유리창호에Cell의배치밀

도에 따라 효율 및 투명도가 결정되는데, 단위 면적당 Cell 수가

많으면 효율은 높으나 투명도가 낮아 건물외관의 심미성이 낮아

지고, 반대의 경우 효율은 낮아지나 투명도가 좋아지므로 건축설

계자와전기설계자의적절한코디네이션을통해모듈종류를선

정해야한다.

3-3. BIPV의 시스템기능

BIPV모듈은 건물의 파사드나 지붕재에 이용되므로 기존의 거치

형 또는 부착형 일반 PV모듈과는 달리 내후성, 내풍성, 단열성,

차음성, 내화성 등의 기능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심미적인 기능

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본래의 PV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일정

수준이상의에너지생산효과를발휘해야한다.

1) BIPV의 건물일체에따른통합등급

BIPV시스템은 건물에 어느 정도 통합되어 설치되는 지에 따라

아래의 <표 15>와 같이 3가지 등급으로 구분될 수 있고, 건축물

설계시건축설계자와전기설계자가적절한협의를통해통합정

도를선택해야한다. 또한 <표 16>에서는 BIPV의 건물의부위별

디자인패턴을나타내고있다.

[그림 5] BIPV모듈의구조

구분

제작
Min500×500, Max2 500×3000

규격

효율 300W/m2 110W/m2 90W/m2 90W/m2

열관
5.9W/m2K 5.7W/m2K 1.1~1.5W/m2K 1.1~1.5W/m2K

류율

표 13 창호형태에따른결정질BIPV모듈의종류

구분

셀종류 결정질(천공형단결정) 박막형 박막형

효율 110W/m2 90W/m2 90W/m2

투과율 10% 20% 40%

표 14 Cell의종류에따른BIPV모듈의종류

구분
박막 결정질

a-si CdTe CI(G)S a-Si/m-Si 단결정 다결정

태양전지
5~7 8~11 7~11 8 16~19 14~5

효율(%)

PV모듈
- - - - 13~15 12~14

효율(%)

kW당
15 11 10 12 약 7 약 8

필요면적(m2)

표 12 모듈및태양전지효율

단판유리
Back-Sheet타입

접합유리
G-to-G타입

접합복층유리
G-to-G타입

접합복층
안전필름유리
G-to-G타입

전면 : 저철분(투명) 강화유리

태양전지+ EVA Sheet

태양전지후면 : 투명유리

공기층

최후면 : 투명유리



372012 AUTUMN

4-1. 설계시고려사항

1) 일사량에따른발전성능

BIPV 설치 경사각과 방위각에 따른 발전성능을 사전에 예측하여

적절한설치위치를선정해야한다.

북반구에 위치한 우리나라에서는 최대의 일사량 획득이 가능한

방위는 정남향이고 수명편에 대한 경사각은 30°~35°가 적절하

다. 태양전지에 입사되는 일사강도가 변화하게 되면 태양전지의

출력도변화하게되는데이러한특성을아래 [그림 6]에 나타냈으

며, 이러한분포형태와MATLab프로그램을활용하여설치장소

의지리적정보와설치지점의위도에따라최적의방위각과경사

각을결정해야한다.

2) 음영에따른발전성능

음영은 [그림 7]에서보여주는바와같이건물자체에있는매스요

소(난간, 냉각탑 등), 인접건물과 식재 등의 장애물 또는 PV모듈

구조체상호간에의해발생된다.

PV모듈에 음영이 드리워질 경우 직달 일사량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발전량이감소하는것이당연하지만부분음영에의한전

체시스템의발전량감소도매우큰영향요소이다. 직렬로연결된

태양전지의일부분에음영이지면마치배관내일부분에병목현

상이발생하는것과같은원리로전체시스템의발전효율도크게

감소한다.

이에대한대책으로태양전지어레이최적설계및음영이드리워

진부분을바이패스(By-Pass)할 수있도록 [그림 8]과 같은바이

구분 건물과통합정도

통합 1등급 건물외피전면이나, 상부면모듈설치(지붕설치포함)

통합 2등급
PV-지붕재나PV-외장재와같이PV모듈이

건물외피구성체가장외부설치

통합3등급
PV가통합된건축재가전형적인건물외피를대체,

외피가갖는모든기능갖춤

표 15 BIPV 등급

구분 내용및개략도

설치각도 : 0°~15°

적용부분 : 대면적지붕, 아트리움등

평판형

지붕

설치각도 : 15°~75°

적용부분 : 지붕재(싱글, 타일),아트리움등

경사형

설치각도 : 75°~90°

적용부분 : 발코니, 수직형·경사형커튼월등

파사드

적용부분 : 차양, 천창, 옥상난간, 온실, 캐노피

건물구성요소

표 16 BIPV 디자인패턴

4. BIPV 설계및시공시고려사항

[그림6] 설치조건에따른일사량분포

[그림 7] 음영의발생요인

주변건물

지붕창돌출부 굴뚝 움직이는구성요소 매달려있는구성요소

건물형태

경사각
방위각

일
사
량
(kW
h
/m

2)

식물 마감재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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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 다이오드(By-Pass Diode)를 PV모듈 내부에 삽입하여 설

계하고일반적으로그늘과같은방향으로직렬배선하는것이유

리하며, 최적의 설계는 그늘의 모양이나 움직이는 방향이 다양하

기때문에음영도를작성한뒤에종합적으로배선계획을검토하

는것이필요하다.

3) 온도에따른발전성능

PV모듈의 표면에 입사하는 일사량에 의한 에너지 흐름과 변환

효율은 [그림 9]와 같이 표현할수있다. 전기를 생산하는과정에

서자체적으로발생하는열과주변대기의상태에따라주변에비

해상승하는온도는실내공간의열부하증가와시스템변환효율

에영향을미친다.

[그림 10]에서 알 수 있듯이 태양전지의 온도가 증가할수록 VOC

은감소하고, ISC는미세하게증가하나출력P는전체적으로감소

한다.

일반적으로 PV시스템의 최대 효율을 얻기 위해서는 태양전지의

온도상승을 70℃이하가되게하는것이가장이상적이고, PV모

듈의설치방법에따라발전량에대한손실률을낮출수있다. 아

래 [그림 11]에서 PV모듈과건물외피사이에에어갭이없는경우

총 발전량의 약 10%가 손실되며, 5cm정도 에어갭을 확보했을

경우에는 약 5%의 손실 그리고 15cm정도의 에어갭을 확보했을

경우온도에의한손실률을최소화할수있다.

4) 단락전류, 개방전압에따른발전성능

PV시스템의 전기적 특성에 따라, 고전압 시스템의 경우 전압을

높이기위해PV모듈을직렬연결하고, 대전류시스템의경우전류

[그림 9] PV시스템의에너지흐름

[그림 10] 온도변화에따른모듈의 I-V 및 P-V 곡선

[그림 11] BIPV 적용방법에따른에너지손실

[그림 12] 전류특성이다른전지의직렬연결

[그림8] BIPV ARRAY 표준결선도

Bypass
diode

32 cell in series

Bypass
diode

+

I sun

I sun

I sun

I sun

I sun

I sun

I sun

I su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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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높이기위해서모듈을병렬로연결하여어레이를구성한다. 따

라서전류, 전압특성이다른태양전지를직·병렬연결할때는태

양전지의 발전량이 감소하고 연결부위에서 발열이 발생하므로 동

일한전기적특성을가지고있는모듈을연결하여사용해야한다.

5) PCS(Power Conditioning System)의 설계

PCS는 BIPV 어레이에서발전한직류전력을상용전력계통과같

은 전압과 주파수의 교류전력으로 변환하고 BIPV모듈에서 최대

출력을얻기위해전기적인감시, 보호기능을수행한다.

[그림 14]와 <표 17>은 인버터의시스템적분류에따른비교를나

타낸 것이다. 집중형(Central)은 PV 어레이가 여러 개의 군으로

되어있는것을하나의전력변환기로계통에연결되어음영의영

향을피할수는없지만전력변환기의집중으로가격절감을이룰

수 있는 구조이다. 스트링 구조는 하나의 PV 어레이군과 하나의

전력변환기가 1 : 1로 한 조가 되어 계통에 여러 개의 시스템이

연계되는형태로, PV 어레이의설치위치별로생산되는에너지가

다를때, 즉그림자의영향을최소화할수있는연결방법이다. 

멀티스트링구조는여러개의PV 어레이에각각최대전력추종기

법이 내장되어 있는 컨버터를 할당하여 그림자의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지만, 계통연계용 인버터가 고장 날 경우 모든 전력변환

이중단되는단점이있다. AC모듈은최대전력효율도높이고, 그

림자악영향을최소화할수있으며, 유지보수측면에서가장신뢰

성이높은구성법이라할수있다.

4-2. 시공시고려사항

BIPV 설치공사는 커튼월 공사의 직접적인 공정 중의 하나이므로

커튼월의 설치공법에 따라 시공상의 유의사항을 검토해 볼 필요

가있다. 커튼월은비내력외벽을총칭하는의미로건축물의하중

이 작용하는 않는 부위로써 내풍압과 높은 기밀성·수밀성 확보

를통해외기로부터건축물을보호한다.

커튼월은 Unit공법과 Stick공법으로 나눠지지만, 이 공법과 무관

하게 BIPV모듈은 커튼월의 Vision부분과 스펜드럴 부분에 독립

적으로설치될수있다.

[그림 13] 전압특성이다른전지의병렬연결

[그림 14] 계통연계형태양광인버터의시스템분류

구분 Central String Multi-string AC Module

입력전압 ○ ○ ○ ▽

추종효율 △ ○ ○ ◎

변환효율 ○ △ ○ △

설치단가 ○ △ △ ▽

가격 ○ △ △ ○

용량 10~250kW 1~10kW 10~250kW 0.1~0.5kW

표 17 인버터시스템적분류에따른비교

[◎매우좋음, ○좋음, △중간, ▽낮음]

[그림 15] G to G 모듈의조인트박스설치상세도

유리물림깊이
Window : 12mm~16mm
Curtain wall : 15mm~17mm

J-Box 설치위치
BIPV용 J-Box(Diode) : 7mm

Curtain wall 구조상문제가
있는경우 J-Box(Diode)를
유리사이로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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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튼월에 BIPV로 시공할 경우 하중의 균형을 위해 커튼월의 트

랜섬과 멀리언과의 접합관계와 수밀성 및 기밀성을 확보하기 위

한 Sealant 처리 등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한다. 또한 배선처리를

위해 트랜섬과 멀리언과의 위치 관계를 잘 파악하여 PV모듈

직·병렬배선을위한조인트박스위치를적절히선정해야한다. 

[그림 15]와 [그림 16]은 G to G 모듈과 G to T 모듈의조인트박

스설치상세도를나타내고있다.

5-1. 수직면적용사례

[그림 17]은 2008년 완공한중국베이징의 Xicui Entertainment

Complex의사례로반투명G to G모듈을커튼월구조의비전부

분에 개폐 가능한 구조로 설치한 것으로 [그림 18]의 개념도에서

알 수 있듯이 낮에는 BIPV모듈로 태양광을 받아 전력을 생산하

여 충전하고 밤에는 BIPV 후면에 설치된 LED에 전력을 공급하

여야간경관조명으로활용했다([그림 19] 참조).

5-2. 천정면적용사례

다음은영국노팅엄대학의사례로 [그림 20]에서보이는바와같

이단결정태양전지를이용한반투명 BIPV모듈을아트리움상부

에적용한것으로, 해당건물의환기시스템의에너지소비를감당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반투명 BIPV모듈은 불투명한 결정질

[그림 17] BIPV 설치개념도및상세사진 [그림20] 아트리움BIPV 적용한실내전경

[그림 18] 낮과밤의커튼월개념도

[그림 19] 베이징Xicui Entertainment Complex 완공후야경

[그림 16] G to T 모듈의조인트박스설치상세도

5.설치사례

일반유리설치방법
Glass support : 5mm
Glass block : 2mm~10mm

일반모듈을C/W Spengler
설치시 J-Box 처리고민
없이간단하게처리

J-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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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전지를이용하여과도한태양에너지유입으로인한냉방부하

증가, 온열및빛환경의불쾌적환경조성에대한우려를감식시

키는차양역할도감당하였다. 또한, 입사되는자연광으로인공조

명부하를절감하고, 건물내부조명은자연광의조사량에따라자

동으로 조절이 되도록 하여 쾌적 환경 조성에 조력할 수 있도록

하였다.

5-3. 차양 적용사례

환경친화적인디자인전략이적용된이탈리아의주상복합건물인

Galleria Navigli는 [그림 21]과같이반투명BIPV모듈이차양형

태로적용되었다. 

건물 전면이유리로마감이되어과도한자연광의유입으로인한

눈부심 발생과 같은 실내의 불쾌적 환경조성과 냉방부하 증가에

대한 대비책 중 하나로 차양을 설치하였고, 그 소재를 반투명

BIPV모듈을사용한사례이다.

[그림 22]는 차양적용을위한개념도및적용사례를보여주는것

으로, 기존의건물에별도의지지구조물을설치하여모듈을적용

하고, 음영 분석을 통하여 모듈간 간격 및 최적의 각도를 산출하

여적용했다. 

지금까지 우리가 건축물을 설계 및 시공하는 과정에서 신·재생

에너지 중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시스템

(BIPV)에 대해 설치용량 선정기준 및 설계 및 시공시 고려사항,

설치사례에대해알아보았다.

원래 태양광발전시스템은전기생산을이용한피크전력부하의억

제를 통해 건물의 에너지 절약 및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

설치되었으나, BIPV는 건축적인 요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초기인허가과정에서용량선정및모듈의종류, 설치위치등에

대해서 건축설계자와 전기설계자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업무가

이루어져야한다. 또한 전술한여러설계및시공요소, 설치사례

를참고로BIPV 계획시건축물의심미적인기능을살리며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도록 최적의 설계조건 및 시공법을 고안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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