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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질 실리콘 투과형 태양 지를 용한 
BIPV 시스템 발  성능에 한 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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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Practical 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 system built by Kolon E&C has been 

monitored and evaluated with respect to power generation, which was installed in Deokpyeong Eco

Service Area in Deokpyeong, Gyeonggi, Korea. The amorphous silicon transparent PV module in this

BIPV system has 44Wp in power output per unit module and 10% of transmittance with the unit 

dimension with 980㎜×950㎜. The BIPV system was applied as the skylight in the main entrance of 

the building.

  This study provided the database for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the transparent thin-film PV

module for BIPV system through 11 month monitoring as well as various statistical analyses such

as monthly power output and insolation. Average monthly power output of the system was 52.9㎾h/

㎾p/month which is a 60% of power output of the previously reported data obtained under 30°of

an inclined PV module facing south(azimuth=0). This lower power output can be explained by the 

installation condition of the building facing east, west and south, which was resulted from the

influence of azimuth.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09년도 춘계학술대회논문집  pp.49~52

1`1)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화석연료인 석탄, 석유의 고갈, 화석연료의 
소비로 인한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인하여 에너지 
문제는 주요 국가의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또한 사회의 발전과 함께 에너지 소비 증가 추세
는 계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기 에너지 소비
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건물에서의 전기 에너
지 소비에 대한 대안이 없던 상황에서 태양광발
전(Photovoltaics, PV)을 통한 자체적 전기 공급 
기술에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Building Integrated 
PV, BIPV) 시스템은 PV 모듈을 건축 외피에 적용
함으로써 경제성을 포함한 부가가치를 높여 보다 
효율적으로 PV 시스템을 보급 활성화시키려는 개
념이다. BIPV 시스템은 전기 에너지 생산 및 건축 
외장재 대체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독
립형 시스템과 달리 별도의 부지 확보 및 시스템 
지지를 위한 구조물 건립이 필요하지 않으며, 전
기 부하가 발생하는 위치에서 전기가 발전됨으로 

배송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다. 
국내에서도 BIPV용 모듈 개발을 위해 많은 노

력을 하고 있으며, 모듈 개발과 관련된 연구도 다
수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에 수행된 연구의 
대부분은 결정계 태양전지를 이용한 것으로, 이
런 형태의 모듈은 건축가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으므로 다양한 형태의 모듈을 개발해야 한다. 

비정질 실리콘 태양전지는 PV 모듈의 가격을 
낮출 수 있고, 재료의 유연성으로 보다 다양한 형
태로 건물에 적용될 수 있으며, 균일한 분포로 빛
을 투과시킬 수 있어 BIPV 분야에서 적용하기에 
이점이 있다. 또한 결정계보다 온도 상승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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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성능 감소 비율이 현저히 낮다는 장점을 가
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에서도 박막 태양
전지 소재 개발 및 상용화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도 2003년 12월 제2차 ‘신재생
에너지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기본계획
(2003~2012)’을 통해 1차 에너지 대비 신재생에
너지의 공급 비중을 2011년 5%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공공 의무화, 발전차액 지원 및 전문기업 제도를 
도입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및 태양광 발전의 보
급 및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비정질 실리콘 투과형 태양전지를 
실제 건물에 설계, 시공한 후, 장기간에 걸친 모
니터링을 수행하여 발전 성능을 측정하고, 각 영
향변수별 특성을 분석 제시함으로써 향후 비정질 
실리콘 투과형 태양전지를 이용한 BIPV 시스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2. BIPV 시스템의 설계 및 시공

2.1 덕평자연휴게소 개요

코오롱건설(주)에서는 친환경건축에 대한 관
심이 높아지는 현실에 발맞추어 덕평자연휴게소 
건물을 시공하면서 다양한 친환경 요소 기술 및 
자체 개발 기술을 적용하였다. Fig. 1은 완공 후 
전경을, Table 1은 건축 개요를 나타낸다.

Fig. 1 덕평자연휴게소 건물의 전경

구    분 내     용

대지위치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각평리 391번지 외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건축규모  5개동 지하 1층, 지상 3층

대지면적  176,876㎡

건축면적  4,233.24㎡

연 면 적  5,266.64㎡

Table 2 덕평자연휴게소의 건축 개요

2.2 시스템 설계 및 시공

덕평자연휴게소 건물에 적용된 기술 중 본 연
구에서 소개할 기술은 채광이 가능한 BIPV 시스
템을 천창에 적용한 것이다. 

태양전지는 비정질 실리콘 투과형 박막 제품
으로 일본 카네카 社의 제품을 사용하였으며, 프
레임 및 배선 설계의 시공은 국내 기술로 이루어
졌다. 각각의 PV 모듈에 108개의 셀이 직렬로 연
결되어 있다. 적용된 PV 모듈의 특성은 Table 2에 
나타내었으며, 형태는 Fig. 2와 같다.

구 분 내 용

모듈 크기(㎜) 980 × 950

모듈 두께(㎜) 27(Double-Glazed)

모듈 효율(%) 6.3

최대 출력(W) 44.0

최대 전압(V) 59.6

최대 전류(A) 0.74

개방 전압(V) 91.8

단락 전류(A) 0.972

Table 3 적용된 PV 모듈의 특성

Fig. 2 적용된 투과형 PV 모듈

모듈 48매를 6직렬 8병렬로 설치하여, 총 설
치 용량은 2.11㎾p, 설치 면적은 44.68㎡이다. 
태양전지의 투과율은 10%이며, 계통연계형으로 
설치하였다. 우수나 먼지 등의 고임 방지를 위해 
경사각은 5°로 시공하였다. Fig. 3은 PV 모듈 설
치 후의 실외 전경을 나타낸 것이다.

(a) 외부 (b) 내부

Fig. 3 시스템 설치 후 내ㆍ외부 모습

2.3 모니터링 시스템의 개요

BIPV 시스템의 시공 완료 후 2007년 4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매 10분 간격으로 평균 데이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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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 기록하도록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하였다. 
이 때 측정 항목은 일사량, AC, DC의 전류 및 전
압과 PV 모듈의 표면 온도이다. Fig. 4는 모니터
링 시스템의 측정 화면을 나타낸 것이다.

Fig. 4 모니터링 측정 화면

3. 실험 결과 및 고찰

3.1 개요 및 분석 방법 

2007년 4월-2008년 2월까지 11개월에 걸쳐 10
분 간격으로 실측된 데이터는 적용된 BIPV 시스
템의 발전 성능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자료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총 4개 변수에 대해 각각 
48,000여 개의 데이터가 측정되어, 총 19만 여개
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방법은 전체 데이터를 우선 각 월별로 1
차 그룹화하고, 2차로 각 시간대별로 그룹화하여 
산술평균 및 표준편차, 최대 및 최소값에 대한 통
계처리를 함으로써 시간별 및 월별 변동 특성 그
래프의 형태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3.2 통계 분석을 통한 성능 분석

1) 월별 및 연간 발전 성능 측정 결과
11개월에 걸친 측정기간 동안 시스템의 월별 

발전량을 Table 3에 나타내었다. Table 3은 일사
량을 기준으로 하여 BIPV 시스템을 통해 생산된 
월별 총발전량 및 단위 ㎾p당 발전량을 나타낸 것
이다. 각 데이터는 월 평균 일일 발전량 및 월별 
총 발전량의 형태로 분리 제시하였다. 

월 평균 PV 발전량은 111.8㎾h/월, 연간 총 
PV 생산량은 1,230.1㎾h/년으로 나타냈다. 월별 
변화를 살펴보면 일사량이 낮은 겨울철인 12월-1
월의 발전량이 가장 낮고, 비교적 일사조건이 좋
은 6-8월의 발전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일사량과 발전량이 비례하지는 않게 
나타났는데, 이는 천창에 설치하였기 때문에 태
양 고도에 따른 입사각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
단된다.

적산일사량 총발전량 단위출력당 발전량

㎾h/일 ㎾h/월 ㎾h/일 ㎾h/월 ㎾h/㎾p/일 ㎾h/㎾p/월

4월 178.8 4,113.2 3.8 114.2 1.8 54.1 

5월 193.1 5,020.9 3.9 121.9 1.9 57.7 

6월 169.6 4,408.4 4.8 144.4 2.3 68.4 

7월 136.4 3,818.6 4.4 134.8 2.1 63.8 

8월 127.7 3,957.2 4.5 138.6 2.1 65.6 

9월 97.4 2,921.2 3.1 95.5 1.5 45.2 

10월 153.1 4,134.7 4.4 137.5 2.1 65.1 

11월 134.2 4,024.6 3.2 94.8 1.5 44.9 

12월 90.3 2,799.1 2.0 61.8 0.9 29.2 

1월 109.8 3,403.9 2.5 76.1 1.2 36.0 

2월 168.8 4,838.4 3.8 110.6 1.8 52.4 

평균 141.7 3,949.1 3.7 111.8 1.7 52.9 

Table 4 월평균 일일발전량 및 월 적산 일사량 
실측 결과

단위 출력당 발전량으로 환산할 경우 연평균 
일일 발전량은 1.7㎾h/㎾p/일, 월 발전량은 52.9
㎾h/㎾p/월로 분석되어, 기존의 동일한 PV 모듈
을 적용한 BIPV 시스템보다 낮은 발전 성능을 나
타내고 있다. 이는 시스템이 동, 서, 남의 3방향
을 향하는 ㄷ자 형태로 시공되어, 입사각 및 시간
에 따른 음영 등의 영향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이
다. 

2) 월별 시간대별 발전 성능 측정 결과
Fig. 5는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한 발전량의 

변화를 월별 및 시간대별로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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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월평균 시간별 발전량

10월-4월까지의 발전량에 비해 5월-9월까지의 
시간별 발전량의 크기가 큼을 알 수 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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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설치된 PV 모듈의 방위각 및 경사각의 영향
이 가장 큰 요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12시를 기준
으로 0.5㎾-0.9㎾의 범위를 나타내며, 최대 1.6
㎾까지 나타낸다. 전반적으로 14시-15시에 최대 
출력을 나타내며, 오전과 오후의 발전량이 비슷
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3) 일사강도에 따른 발전 성능 평가
Fig. 6은 정남향 방위각, 수평 5° 경사각면의 

전일사량의 강도에 따른 발전량의 상관관계를 각 
월별로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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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월별 일사강도에 따른 발전량 변화

4월-10월의 경우 일사량이 900W/㎡이 넘는 경
우가 다수 발생할 정도로 일사조건이 양호한 것
을 알 수 있다. Fig.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일사
강도에 따른 발전량은 비례 관계를 나타내고 있
다. 상관관계의 월별 변화는 큰 차이를 나타내지
는 않지만, 5월에서 8월로 갈수록 기울기가 점차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경사각이 5°인 천
창으로 시공하여 입사각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태양의 고도가 높은 여름철에 발전량이 커지기 
때문이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비정질 실리콘 투과형 태양전
지를 이용하여 주 출입구의 천창에 BIPV 모듈을 
시공한 후, 11개월의 모니터링을 통해 발전 성능
을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 항목은 월별 시간대별 
발전 성능, 일사강도에 따른 발전성능 등이다. 

총 설치 용량 2.11kWp, 설치 면적 44.68㎡의  
PV 모듈을 통해 생산된 일 평균 PV 발전량은 3.7
㎾h/일, 월 평균 PV 발전량은 111.8㎾h/월로 나
타났다. 단위 출력당 발전량으로 환산할 경우 연
평균 일일 발전량은 1.7㎾h/㎾p/일, 월 발전량은 

52.9㎾h/㎾p/월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발전량 측정결과는 동일한 태양전

지를 이용한 BIPV 시스템을 다양한 경우의 방위
각 및 경사각 조건으로 설치하여 단위출력당 발
전성능을 측정한 기존 연구 데이터(Song et. 
al., 2008)와 비교할 때,  정남향 경사각 30°로 
설정하였을 경우의 발전성능의 약 59.9%, 정남향 
경사각 0°로 설정하였을 경우의 발전성능의 약 
75.3%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는 BIPV 시스템이 
동, 서, 남의 3방향을 향한 ㄷ자 형태로 설치되
어, 평균 발전성능이 방위각(동ㆍ서향), 입사각  
및 시간에 따른 음영 등의 영향으로 인해 저하되
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5월에서 8월로 갈수록 일사강도에 따른 
발전량이 많아지는데, 이는 경사각이 5°인 천창
으로 시공하여 태양의 고도가 높은 여름철에 입
사각의 영향을 받아 발전량이 커지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비정질 실리콘 투과형 태양전지를 
적용한 BIPV 시스템에 대한 장기간의 모니터링 
결과를 다양한 형태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며, 향후 공공용 및 상업용 건물에 투과형 
BIPV 시스템을 설계하는 데에 기초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후 기

본 연구는 지식경제부 신ㆍ재생에너지기술개
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결과의 일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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