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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국내 BIPV 시장은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 제도(2020∼)” 도입으로 시장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지
만, 현행 국내 BIPV 시공 기준 내 정의 내용의 경직성 등으로 인해 다소 답보 상태에 있다. 또한, 국내 BIPV 정의와 
표준화 개정이 지체되어 벽에 구조물을 설치하고 모듈을 대충 고정한 것만으로 BIPV라고 인정된 사례가 있을 만큼 
제도가 허술한 상태이다.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으며 BIPV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만 심어주
고, 시장 전체를 정체시키는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 이에 BIPV 정의 중, 시장 부진 원인, 불합리한 규정 등에 대해 
문헌조사, 선행 연구조사(인용) 및 현장사례 조사 등 개정 필요항목들을 사전 검토 및 설문 항목 검토 후, BIPV 분야 
산업계 및 연구계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 설문 조사를 거쳐 개정 대안을 분석 마련하고, 전문가 검토 의견 등을 
종합 반영 및 보완하여 IEC 국제표준 정의 일부 인용.절충안 등 국내 BIPV 정의 개정방안을 도출하였다.
주제어 : 델파이 분석,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시스템, 건물 부착형 태양광 발전시스템, 가이드라인, 정책

Abstract  Recently, the domestic BIPV market is expected to revitalize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zero-energy building certification system(2020~)”, but it is somewhat stagnant due to the rigidity of 
definitions in the current domestic BIPV construction standards. Also, since there is delaying revision 
on definition and standardization of BIPV, the system is so weak that there are cases where it has been 
approved as BIPV simply by installing a structure on the wall and fixing the module roughly. The 
damage caused by this can be passed on to consumers, and it can only create a negative perception 
of BIPV and jeopardize the entire market. The BIPV definition was prepared through a Delphi survey 
of related experts about market stagnant cause, unreasonable regulation, etc, and a revised plan was 
derived according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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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언
건축물의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건물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Module))이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BIPV는 건물 외피 중에서 사용되지 않는 건물의 표면을 
활용한다. 그러면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치를 위한 고가
의 토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건축을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동시에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도입을 계획
하면,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설계 및 설치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다. 특히 건물과 디자인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
는 장점이 있다.

또한, 건물 일체형 태양광 설비는 기초 구조물, 하부 
구조물, 모듈을 고정시키기 위한 장치 비용과 재료 비용 
등 제반 설비를 독립적으로 대지 위에 설치하기 위해 들
어가는 비용을 없애거나 최소한 비용을 낮출 수 있다. 

저에너지건물, 패시브 하우스 또는 에너지제로 하우스 
등 건물에서 소비하는 열에너지를 최소화하고, 태양광발
전시스템을 이용하여 가전제품, 컴퓨터 등 전력소비에 필
요한 에너지를 생산한다면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를 
자급자족할 수도 있다. 미적으로 뛰어난 건물 일체형 태
양광 발전시스템은 일반인들에게 태양광을 홍보하는 강
한 매력이 있다. 이런 긍정적인 홍보 효과는 태양광 발전
의 보급을 촉진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으며, 결국 정부가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는데 큰 보탬으로 작용할 것이
다.[1]

BIPV에 대한 성장 전망은 2017년 550MW, 10억 달
러 규모였던 세계 BIPV 시장은 2026년에는 5,587MW, 
76억 달러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2].

그러나 국내 BIPV 시장은 주로 공공(의무화)시장에서 
초기(‘90∼)시범 도입·보급 후, 건설 경기 등 불황기를 거
쳐, 최근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 제도”[3] 도입
(’2020∼)으로 시장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지만, 현행 국내 
BIPV 시공 기준(정부 고시·공고 2021-14호(21.8.27), 
신재생에너지설비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7조)내 정의 
내용의 경직성 등으로 인해 다소 답보 상태에 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에게 돌아갈 수 있으며 BIPV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만 심
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고, 점차 확산된 인식은 자칫 시장 
전체를 정체시키는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 제로에너지
빌딩 의무화 시행대상은 점차 범위를 넓혀가는 상황에서 
정작 건물의 에너지 자립률을 도울 BIPV는 시장에서 사
라질 수가 있다. 

BIPV는 그 자체가 태양광 모듈(설비)이면서 기존 태
양광 발전 시스템의 작동 원리와 마찬가지로 태양전지를 
이용하여 빛 에너지를 모아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시
스템으로 발전기에 해당하는 태양전지(모듈), 전력저장 
기능의 축전장치, 태양전지(모듈)에서 발전한 직류를 교류
로 변환하는 전력변환장치인 PCS(Power Conditioning 
System), 시스템 제어 및 모니터링과 부하로 구성되어 
있다. 

Fig. 1. Components of Solar Photo Voltaic Power 
System

그중, 태양전지는 p형과 n형 반도체를 접합시키고(ʻ
p-n 접합ʼ) 앞뒤 표면에 금속전극을 붙여 제작한다. 빛이 
반도체에서 흡수되면 전자와 정공 쌍이 생성되고, 전자와 
정공은 p-n 접합부에 존재하는 전기장의 영향으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흘러간다. 따라서 도선으로 연결된 외부 
회로에 전기가 발생하게 된다.

Fig. 2. Principle of Solar PhotoVoltaic Power

또한, BIPV에 사용되는 태양전지 재료로는 주로 결정
질 실리콘과 함께 외장재로써 강화 유리 등이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박막 태양전지의 고효율화 기술개발과 
함께 플렉시블 태양전지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현행 정부 고시.공고 내 시공기준(2021-14호
(21.8.27), 신재생에너지설비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7
조)에 따른 건물 설치유형별 정의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건물 설치형 태양광발전(PVIB, PhotoVoltaic In 
Building), 건물 부착형 태양광발전(BAPV, Building 
Attached PhotoVoltaic), 건물 일체형 태양광발전
(BIPV) 등 세 가지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

건물 설치형(또는 부가형)태양광발전(PVIB)은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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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 등에 설치하는 태양광설비의 유형이고, 건물 부착형 
태양광발전(BAPV)은 건축물 경사 지붕 또는 외벽 등에 
밀착하여 설치하는 태양광설비의 유형을 말하며, 건물 일
체형 태양광발전(BIPV)은 태양광 모듈을 건축물에 설치
하여 건축 부자재의 역할 및 기능과 전력생산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태양광 설비로 창호, 스팬드럴, 커튼월, 이중
파사드, 외벽, 지붕재 등 건축물을 일부 또는 완전히 둘러
싸는 벽, 창, 지붕 형태로 모듈이 제거될 경우 건물 외피
의 핵심기능이 상실 또는 훼손될 수 있어 다른 건축자재
로 대체되어야 하는 구조로 정의하고 있다.

Fig. 3. Building Application Types of Solar PhotoVoltaic 
Modules

아울러, BIPV 정의 관련 국내 산업계 및 연구계 등에
서 주로 인용되는 국제 규격(IEC) 및 해외 사례(프랑스)
를 살펴보면, 국제 규격(IEC 63092, 모듈편)에서는 “건
물 외피의 기능 중(a.기계적 강성 내지 g.안전 등), 하나 
이상을 제공하는 태양광 모듈로 정하고 있고, 그 BIPV 
모듈이 제거된 경우 건물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적
절한 건물 제품으로 교체해야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프랑스 지붕재 BIPV 규정의 경우, 태양광 모듈이 방수 
역할 기능을 하면서 지붕재 적용 설치 깊이(모듈 지지 부
분)에 따라 ‘단순 BIPV’와 ‘완전 BIPV’로 구분하여 정의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BIPV는 동시에 건축 외장재이므로 BIPV
와 일반 태양광에 대한 정의가 명확해야 표준화가 가능
하다. 정의가 명확해 지면 설치형태에 따라 시험해야 할 
항목이 달라질 것이므로 인증도 올바르게 개정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BIPV 산업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
기 위해서 설계자, 시공자, 제품 제조자, 연구.시험자 등 
경력 10년 이상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BIPV 산업계 및 연구계에서 바라보는 현행 BIPV 정의 
내용에 대한 시장 부진 원인, 불합리한 규정 등 이에 따
른 개정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에 앞서 델파이 조사의 설문항목에 대한 개정 

필요항목들을 검토하기 위하여 정부 정책연구과제인 
“BIPV 보급확대를 위한 설계 및 시공기준에 관한 연구
(2020.7)”의 일환으로 시행한 “제로에너지 건축물 확산
을 위한 BIPV 적용방안 연구” 결과를 조사하였다. 그 연
구결과는 산.학.연 전문가 그룹(19명)의 자율 토론 방식
을 거쳐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로써 그 전문가 그룹이 제
시한 제반 정책방안(제품.설계.제조.시공.제도 등)중, 
BIPV 정의와 근접한 정책방안들을 일부 인용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 양적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질적 
연구의 방법으로 델파이 방법을 사용하였다. 델파이는 
“추정문제에 대한 확실한 정보가 없을 시에 ‘두사람의 견
해가 한 사람의 견해보다 정확하다.’는 계량적측면의 객
관적 원리와 ‘다수 사람들에 의한 판단이 소수 사람들의 
판단보다 정확하다’리는 민주적인 의사결정 원리에 근거
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델파이방법은 토론하는 집
단들이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토론패널 사이에 의사소통 과정을 구조화하게 된
다(Gordon, 1994)[4].

델파이 조사의 일반적인 과정은 패널(전문가)의 구성
과 여러 차례 반복되는 설문 분석으로 구성되며, 본 연구
에서 델파이 조사의 진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2.1 델파이 패널 선정 및 조사 개요
델파이 조사를 위해서는 연구 주제에 관련된 그 분야

에 있어서 전문가로 참가자를 구성하는데, 현재 패널을 
선정하는 표준이 되는 특정 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논문
의 의의나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델파이 기법에 
있어서 전문가 패널을 선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Lee, 2006).[5] 

본 연구에서는 BIPV 관련 설계, 제조, 시험.연구 및 엔
지니어링 등 산업계와 연구계로 균등 배분하였고, 경력이 
10년 이상인 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 패널을 선정하였
다. 최종적으로 총 10명의 전문가(Table 1)를 패널로 선
정하였고, 델파이 조사는 1단계 및 2단계를 포함한 총 4
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2021년 2월 14일부터 2021년 
7월 13일까지 약 5개월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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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Fine-tuned value specific 
gravity

Ages 40∼49 6 60%
50∼59 4 40%

Engaged

industry
Design· Engineering 2 20%

Manufacturing· 
Construction 3 30%

Research

Research· Testing 
institutes 2 20%

school 1 10%
design 1 10%

manufacturing 1 10%

By Sector
construction 4 40%

Material 1 10%
Electrical and electronic 3 30%

Electrical materials 1 10%

Career
(years)

10∼15 6 60%
16∼20 2 20%
21∼ 2 20%

Table 1. Consist of Delphi Panel

2.2 연구 절차 및 델파이 설문지 설계
델파이 기법에 근거한 본 연구의 연구 절차를 제시하

면 다음 Fig. 4와 같다.

Fig. 4. Research Process

본 연구에서는 국내 현행 BIPV 정의에 대한 개정 방
안을 도출하기 위해 전문가 델파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다. 문헌 조사, 선행 연구조사(인용), 현장 사례조사 등 사
전 검토를 통해 국내 현행 BIPV 정의 대안을 위한 개정 
필요 항목들을 발굴하였고, 이에 대해 관련 전문가 패널
들을 대상으로 단계별 설문조사를 통해 검토의견 수렴과 
더불어 합의도, 타당도 등을 이끌어내고, 그렇지 못한 경
우, 피드백과 추가 조사 등을 통해 개정 대안들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델파이 조사는 Fig. 1 및 Table 2와 같이 1단계와 2
단계로 나누었고, 1단계 최초 조사(1회)에서는 현행 
BIPV 정의 문구, 논리 중 경직성, 중복성 등 시장성 제한 
판단을 위해 관련 문구(건축물 외 핵심 기능 등 6개 문
항)들을 선별하였고, 준BIPV 도입 제안에 따른 대안과 
문제점(이격 외)등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대안(신규 구성
/리모델링 2개 문항), 이격 규정(현행 여부/타 대안 등 3
개 문항) 및 정의 규정화(1문항) 등을 설문 항목으로 설
계하고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1단계 최초 조사 결과에 따라 합의도 등 평가 수치에 
근접한 BIPV 정의 문구 일부 항목들을 중심으로 피드백
(2회)을 하였고, 평가 수치 미달과 전문가 미합의된 항목
인 ‘준BIPV 도입 정의 규정화’ 항목은 폐지하고, 이에 대
한 대체 방안으로 ‘IEC 국제표준 일부 정의와 프랑스 정
의 일부 인용 등’ 추가 대안(3개 안)을 마련하고 추가 조
사(3회)를 실시하였다. 

2단계에서는 1단계 최초 조사, 피드백 및 추가 조사를 
통해 얻어진 일부 결과들을 발췌하고, 그간 전문가 검토
의견들을 반영하여 종합 방안을 마련하여 최종 조사(4회)
를 시행하였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국내 BIPV 정
의 내용에 일부 문구 보완 등을 거쳐 최종 개정대안을 도
출하였다.

Phase Consist of Items and contents on questions 

Step 1
First 

Survey
(1st)

(BIPV definition phrases, logic, etc : 6 questions) 
On Building surface / Architectural supplements / 
At the same time / Wall, Window, roof form / If PV 
Module removal, Core functions loss / Substitution
(Alternatives related to Semi-BIPV introduction : 
 2 questions) 
Construct & Assembly Newly or Remodeling
Architectural supplements attatched PV module
(Distance regulating of Semi-BIPV introduction  : 
 3 questions) 
Not to need current distance regulation / Maintain 
current distance regulation / Need Alternatives to 
other methods relative the distance regulation

Table 2. Questions of Delphi Survey Step-by-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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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Table 3과 같이 현행 국내 BIPV 및 BAPV 
정의 내용과 더불어 델파이 1단계 최초 조사에서 추가 
도입 제안한 준BIPV 정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Category Name Definitions Remarks

BIPV
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

A solar facility can 
produce power that have 
role and function of 
building materials by 
installing solar modules 
in buildings at the same 
time, and if the modules 
are removed in the form 
of walls, windows, roofs, 
etc., which partially or 
completely enclose the 
building, such as 
windows, spandrals, 
curtain walls, double 
facade, exterior walls, 
roofing materials, the 
core functions of the 
building shell can be lost 
or damaged, and must 
be replaced by other 
building materials. 

Government
Regulations

BAPV
Building
Attached
PhotoVoltaic

Types of solar facilities 
installed closely on 
building slope roofs or 
exterior walls

Semi-BIPV
(Tentative)

Semi-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

Any solar facility  in 
which a similar BIPV, 
such as BAPV, transform 
into BIPV. 

This time 
Delphi 

Suggest

Table 3. Comparison of Domestic BIPV, BAPV, and 
Semi-BIPV Definitions

2.3 설문 결과 분석 
모든 질문은 전문가 패널이 5점 척도로 타당도를 평가

하여 추가 검토의견을 포함하여 설문지에 기입하였다. 수
집된 자료는 SPSS for Windows 12.0 버전과 
Microsoft EXCE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균값, 표준편
차, 내용타당도(Content Validity Ratio, CVR), 합의도, 
수렴도, 안정도(변이계수)를 분석하였다. 평가기준은 
Table 4와 같다. 내용타당도 비율은 Lawshe 등(1975)[6]
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델파이 패널 수가 10명은 0.62로 
설정하여 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타당한 것으로 판
단하였다.

합의도는 제3사분위수와 제1사분위수의 차를 중위수
로 나누어 1에서 감산한 값으로 산정한다. 합의도 값이 
0.75이상으로 산정되면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한
다. 수렴도는 제3사분위수와 제1사분위수 차이의 산술평
균치로 산정하며 0.5이하이면 수렴된 것으로 판단한다
(Lee, 2001). 

변이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 CV)는 표준편
차의 산술평균치로 산정하며 추가라운드의 필요여부를 
결정하는 안정도를 측정한다. 변이계수가 0.5 미만으로 
산정되면 패널 의견수렴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English and Kernan, 1976; Gang et al., 
2009; Lim et al., 2012).

모든 조사결과는 평균, 표준편차, 중위수, CVR, CV 
등을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하고 델파이 패널들에게 자료
를 제공함으로써 피드백 의견을 수렴해서 설문조사 결과
의 타당도를 확보하도록 하였다.[7],[8],[9]

type Standard
Content Validity Ratio (CVR) 0.62 over

Agreement 0.75 or more
Convergence 0.5 or less

Coefficient of Variation (CV) 0.5 less

Table 4. Standard of Analysis by Delphi Survey Results

3. 분석 결과
본 델파이 설문 분석 결과에서는 1단계 최초 조사, 피

드백, 추가 조사 및 2단계 최종 조사 등 총 4회에 걸쳐 
전문가 패널(10인, 동일성 유지)의 멜 회신, 검토 의견 등 
도움을 받아 실시하였고, 다음과 같이 단계별 설문조사 
순서대로 설문 분석 결과와 패널 검토의견 등을 함께 기
술하였다.

(Additional defining and regulating of Semi-BIPV   
introduction : 1 question)
Introducing and regulating Semi-BIPV definitions 

Feed back
(2nd)

(BIPV definition phrases, logic, etc : 2 questions) 
Architectural supplements.. / if PV Module removal.. 
Core functions loss..
(Alternatives related to Semi-BIPV introduction : 
 2 questions) 
Construct & Assembly Newly or Remodeling some 
Architectural supplements attatched PV module
(Panel additional request Item : 1 question)
BAPV Definition Revision Alternatives

Additioal 
Survey
(3rd)

(New 3 alternatives : 1 question)
1) IEC International Standard BIPV Definitions Partial 

Citations
2) Some citations of French Roofing BIPV regulations 
3) IEC + French mixed quotes

Step 2 
Final survey

(4th)

(Final BIPV revised alternative : 1 question)
Include the following next revision items
- IEC International Standard BIPV Definitions Partial 

Citations 
- Alternatives to other methods relative the 

distance regulation
- Introduction of BAPV definition clarification,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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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델파이 1단계 최초 조사
1단계 최초 조사에서는 BIPV 정의 내용(6개항), 준

BIPV 도입 관련 대안(2개항), 준BIPV 도입 이격 규정화
(3개항), 준BIPV 도입 추가 정의(1개항) 등 4개 분야에 
12개 항목에 대해 “현행 유지”와 “대안 진행” 또는 “도입 
가능”과 “도입 불가” 등 2분법 질문과 5점 척도의 답변을 
구하였다. 다만, 2분법 질문 논리로 보면, 어느 한편으로 
답변이 집중하는 경우에는 다른 한편은 의미가 없기 때
문에 공백으로 처리하였다.

패널들의 검토 의견을 참고하여 합의도, 타당도 등 모
두 만족하는 BIPV 정의 내용 설문 문항 중, “벽.창.지붕 
형태” 와 준BIPV 도입 이격 규정화 항목 중, “다른 방법 
대안” 등 2개 세부 항만 모두 2단계(최종)로 처리하고, 
나머지 항목 중, 합의도 등 수치는 근접했지만, 패널들의 
검토 의견 요청을 반영하여 BIPV 정의 내용 중 “건축 부
자재” 및 “모듈 제거 핵심 기능” 과 준BIPV 도입 관련 
대안인 “건자재 신규 구성.조립 및 리모델링” 등 4개 세
부 항목 외에 패널들 다수 요청 사항인 BAPV 및 BIPV 
등 정의 구분 명확화를 반영하여 “BAPV 정의 개정 대
안” 1항목을 추가하여 총 5개 항목을 피드백으로 처리하
였다. 

한편, “준BIPV 정의 추가 도입 및 규정화” 항목의 경
우, 기준치 저하와 더불어 패널 간 의견 차이가 크기 떄
문에 폐지하고 추가 대안 검토 후, 추가 조사하는 방향으
로 정리하였다. 그 외 타당도 등 수치도 못미치고, 패널들
의 검토 의견도 부재한 항목들은 제외하였다. 설문 항목
별 세부 결과는 다음 순서와 같다.

3.1.1 BIPV 정의 내용
“건축물”, “건축 부자재”, “동시”, “벽.창.지붕 형태”, 

“모듈이 제거... 핵심기능”, “대체” 등 BIPV의 정의 내용
(총 6개 문항)과 관련하여 설문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를 보면, Table 5와 같이 모든 항목에 대해 변이계수는 
0.5이하로 도출되어 추가 설문 필요없이 분석을 진행하
였다. 

또한, 각 항목 “현행 유지”에 대한 평균치는 3이하로 
낮게 나타났고, 반면, “대안 진행”에 대한 평균치는 3이
상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대안 진행”에 대한 경향은 
보이지만, 패널 내 전문가 간 의견 차이가 있고, 편차가 
높아 많은 항목에 대해 합의도 및 수렴도 등은 기준이 미
달하였다. 

다만, “벽.창.지붕 형태”에 대해 전문가 패널 모두 내용 
타당도 등 “대안 진행”이 타당함으로 판단하여 2단계 반

영으로 처리하였고, 나머지 항목 중 수렴도 등 수치는 근
접하나, 패널들의 다수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건축 부자
재” 및 “모듈 제거 핵심 기능” 등 2개 항목은 피드백하였
다. 그 외 합의도 등 수치도 저하되고, 패널들의 검토 의
견도 전무한 항목들은 제외로 처리하였다.

Category Statistics Central Tendency Consensus
CVR

***PRO
or not
(O,X)

Direc
-tionRealm Compon

-ents
Answer

Item
Aver
-age *SD Med Mode **QR

(Q1-Q3)
Agree
-ment

Convert
-gence CV

BIPV 
Defini
-tions
(Phra
-ses, 
logic, 
,etc) 

 On 
Building 
surface

keep 2.4 1.11 2.5 3 1.25 3.00 0.30 0.88 0.46 -0.60 X -
alterna
-tive 3.8 1.08 4 4 3.20 4.75 0.61 0.78 0.28 0.40 X Except

Architectural 
supplements

keep 2.50 0.90 3.00 3 2.78 3.00 0.67 0.50 0.37 -0.80 X -
alterna
-tive 3.90 0.89 4.00 4 4.00 4.75 0.81 0.38 0.22 0.60 O Feed

back
At the 

same time
keep 2.70 1.19 2.00 2 2.00 3.75 0.13 0.88 0.44 -0.40 X -

alterna
-tive 3.40 1.11 4.00 4 3.00 4.00 0.75 0.50 0.33 0.20 X Except

Wall, 
Window, 
roof form

keep 1.70 0.64 2.00 2 1.18 2.00 0.59 0.41 0.38 -1.00 X -
alterna
-tive 4.50 0.50 4.50 5 4.00 5.00 0.78 0.50 0.11 1.00 O Step

2
If PV 

Module 
removal, 

Core 
functions 

loss

keep 2.9 1.04 3 4 2.23 4.00 0.41 0.89 0.36 -0.20 X -

alterna
-tive 3.4 1.11 3.5 4 2.25 4.00 0.50 0.88 0.33 0.00 O Feed

back

Substitution
keep 2.7 0.90 3 3 2.18 3.00 0.73 0.41 0.33 -0.60 X -

alterna
-tive 3.6 1.02 4 4 3.00 4.00 0.75 0.50 0.28 0.20 X Except

Table 5. Analysis Results of BIPV definition

*SD(Standard Deviation), **QR(Quadrant Range), ***PRO(Panel Review Opinion)

한편, 산업계 패널 전문가들은 건물 외피 핵심기능 구
체화, 건축 부자재 등 차등 정의, BIPV 용어(명칭) 정립
(KS규격 발전 설비 인용) 및 BAPV 등 차등, 현 BIPV 정
의 내 시공방법 분리, BIPV 디자인 등급제 도입[9], 루버 
등 부자재 범위 확대, BIPV 정의 내 심미성 추가 등에 대
해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연구계 패널 전문가들은 국제 
규격 IEC 부합화 검토(해외시장 관점 포함), BIPV 완전 
제품 대비 시공방법 결합 제품(유사 BIPV)등이 필요한 
것으로 의견을 주었다.

3.1.2 준BIPV 도입 대안
“BAPV 등 유사 BIPV가 BIPV로 전환하는 일체의 형

태물”로 도입 제안하고자 하는 “준BIPV” 도입 대안에 대
해 “건자재 신규 구성 등 성능 높임”과, “건축 자재 보강 
리모델링화” 등 2개 항목에 대해 도입 가능, 도입 불가 
등 2가지 질문을 설문하였다. Table 6과 같이 모든 항목
에 대해 변이계수는 0.5이하로 도출되어 추가 설문 필요
없이 분석을 진행하였다. 

각 항목별로 “도입 가능”에 대한 평균치는 3.8로 도입 
가능할 경향은 보였으나, 타당도는 0.4로 0.62보다 낮게 
나타나 타당하지 않음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패널 다수의 
추가 검토의견 요청을 반영하여 타당도 등을 높이고자 
피드백으로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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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Statistics Central Tendency Consensus
CVR

***PRO
or not
(O,X)

Direc
-tionRealm Compon

-ents
Answer
Item

Aver
-age *SD  Med Mode **QR

(Q1-Q3)
Agree
-ment

Convert
-gence  CV

Semi
BIPV

Introduc
-tion 

Alterna
-tives

Construct &
 Assembly

 Newly
Architectural 
supplement
attatched

PV module

Can  
introduce 3.8 0.87 4 4 3.20 4.00 0.80 0.40 0.23 0.40  O Feed

back

Can’t 2.2 0.87 2 2 2.00 2.75 0.63 0.38 0.40 -0.80  X -

Remodeling 
Architectural 
supplement
attatched

PV module

Can  
introduce 3.8 0.87 4 4 3.20 4.00 0.80 0.40 0.23 0.40  O Feed

back

Can’t 2.2 0.87 2 2 2.00 2.75 0.63 0.38 0.40 -0.80  X -

Table 6. Analysis Results of Semi-Bipv Introduction 
Alternatives 

*SD(Standard Deviation), **QR(Quadrant Range), ***PRO(Panel Review Opinion)

산업계 패널들은 설치.위치.형태, 성능별 BAPV 및 준
BIPV 등 구분 필요하고, 명칭 불필요와 더불어 유사/준
BIPV등 모두 BIPV 범주 포함, 기존 건축물 구조 안정성
과 심미성 보완되면 준BIPV가 적절하고, 신축의 경우 
BIPV 권장 등을 제시하였다. 반면, 연구계 패널들은 리
모델링의 경우, 검증위원회 등 검증 절차가 필요하고, 유
사/준BIPV 도입의 경우, BAPV 적용 기준 등 명확 구분
과 아울러, 건축 자재의 신규 및 리모델링의 경우, 모두 
발전 자재 특성 유지 등을 추가 제안하였다. 

3.1.3 준BIPV 도입 관련 이격 규정
준BIPV 도입과 관련하여 현행 정부 고시.공고 내 규

정된 “벽체 등 배후면 이격 규정(10cm이상 유지)”에 대
해 “현 규정 불필요”, “현 규정 유지”, “준 BIPV 이격 외 
다른 대안 마련” 등 3개 항목에 대해 도입 가능, 도입 불
가에 관해 질문을 하였다. 

준 BIPV 도입 관련 이격 규정에 대해 그 배경을 살펴
보면, 선행 연구조사로 단계로 시행한 BIPV 현장사례 결
과 중, 국내 BIPV로 다수 설치된 건축물 외피의 이격 설
계.시공 등 현장 추세가 배열, 통기 등 신기술을 적용하여 
그 효과를 높이고 있어, 이를 설문항목으로 반영하였다.

Category Statistics Central Tendency Consensus
CVR

***PRO
or not
(O,X)

Direc-
-tionRealm Compon

-ents
Answer
Item

Aver
-age *SD Med Mode **QR

(Q1-Q3)
Agree
-ment

Conver
-gence CV

Regula
-ting

Distanc
e

(or not) 

Not to need 
current 
distance 

regulation  

Can  
introduc

e
3.3 1.19 3.5 2 2.25 4.00 0.50 0.88 0.36 0.00  X Except

Can’t 2.7 1.19 2.5 4 2.00 4.00 0.20 1.00 0.44 -0.20  X -
Maintain 
current 
distance 

regulation

Can  
introduc

e
3.7 0.78 4 4 3.18 4.00 0.79 0.41 0.21 0.40  X Except

Can’t 2.3 0.78 2 2 2.00 2.75 0.63 0.38 0.34 -0.80  X -
Need 

Alternatives 
to other 
methods 
relative 

the distance 
regulation

Can  
introduc

e
4.4 0.49 4 4 4.00 5.00 0.75 0.50 0.11 1.00  O Step

2

Can’t 1.6 0.49 2 2 1.15 2.00 0.58 0.43 0.31 -1.00  X -

Table 7. Analysis Results of Regulating Distance
          relation to Semi-Bipv Introduction

*SD(Standard Deviation), **QR(Quadrant Range), ***PRO(Panel Review Opinion)

Table 7과 같이 모든 항목에 대해 변이계수는 0.5이

하로 도출되어 추가 설문 필요없이 분석을 진행하였다. 
각 항목별 평균치의 경우 “도입 가능”에 대해 3이상으로 
경향이 보이지만 전문가별로 의견 차이가 크기 때문에 
합의도 및 수렴도 기준이 모두 미달하였다. 하지만 “이격 
외 다른 대안 마련”에 대해서는 내용 타당도 외 합의도 
등 모든 기준도 만족하고, 패널 모두가 도입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2단계로 처리하였다. 

산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면, 열적 기준을 
만족하는 방열 방법이 마련된다면, 기존 설치 BAPV도 
준BIPV로 인정하고, BIPV 열적 측면을 고려하면 이격 
규정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한편, 연구계에서는 배면과 BIPV 모듈 간 이격 거리
에 대한 연구개발(R&D)방법론 제시가 필요하고, BIPV, 
준 BIPV 및 BAPV 등 3개의 형태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
한 정의 및 정책 마련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3.1.4 준BIPV 정의 추가 도입 및 규정화
현행 정부 고시.규정 내 BIPV 정의 내에 “준 BIPV 정

의 도입 및 규정화”에 대해 도입 가능, 도입 불가 등 2분
법 질문을 하였다. Table 8과 같이 분석 결과를 보면 “도
입 가능”에 대한 평균값은 3.7로 높아 도입 가능 경향이 
있지만, 산업계 및 연구계간 전문가별 의견 차이가 너무 
커서 합의도, 수렴도 및 내용 타당도 등 모두 기준이 미
달하였다. 이에 본 항목을 폐지하고, 전문가 의견 차이를 
확인하여 추가 대안을 검토 마련한 후, 차후 조사에 반영
하였다.

Category Statistics Central Tendency Consensus
CVR

***PRO
or not
(O,X)

Direc-
-tionRealm Answer

Item
Aver
-age *SD  Med Mode **QR

(Q1-Q3)
Agree
-ment

Conver
-gence CV

 Additional 
defining and 
regulating 

about 
Semi-BIPV 
introduction

Can  
introduce 3.7 1.10   4 4 3.00 4.75 0.56 0.88 0.30 0.20 O

Abolition
→

Additional
survey

Can’t 2.3 1.10   2 2 1.25 3.00 0.13 0.88 0.48 -0.60 O -

Table 8. Analysis Results of Additional Defining and  
 Regulating about Semi-BIPV Introduction

*SD(Standard Deviation), **QR(Quadrant Range), ***PRO(Panel Review Opinion)

산업계 의견으로는 준BIPV 정의 불필요 제시와 BIPV 
시공방법 구체화 및 디자인 가점 등 등급제 적용이 필요
하고, BIPV, PV 및 준BIPV로 각 방식에 맞게 정의 정리
히고, 인증 획득 시 준BIPV 사업화 방안 등이 필요하다
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연구계에서는 BIPV와 준
BIPV에 대한 정의 및 적용범위 명확화 선행이 필요하고, 
아울러, 타기술(방열 기술 접목, 발전 외벽 등)접목 표현 
에 이어 Flexible Module 건자재 적용 구분 고려 등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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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견을 제출하였다.

3.2 델파이 1단계 피드백
델파이 1단계 최초 조사에서 도출된 피드백 사항인 

BIPV 정의 내용 항목 중 “건축물 부자재” 및 “모듈 제거 
핵심 기능” 등 2개 세부 항목과 준BIPV 도입 대안인 “건
자재 신규 구성.조립 및 리모델링화” 등 2개 세부 항목과 
추가 피드백 요청 사항인 “BAPV 정의 개정 대안” 등 총 
5개 세부 항목에 대해 1단계 피드백을 실시하였다. 금번 
피드백에서는 최초 조사에서 실시한 2분법 질문에 대한 
논리 오류를 지양하고, “대안 진행” 또는 “도입 가능” 등 
단독 질문항을 제시하였다.

BIPV 정의 내용 항목 중 “건축물 부자재” 항목만 합의
도, 타당도 등 모두 만족하여 2단계로 처리하고, “모듈 
제거 핵심 기능” 항목은 수렴도 등 모두 미치지 못하여 
제외하였다. 또한, 준BIPV 도입 대안인 “건자재 신규 구
성.조립 및 리모델링화” 등 2개 세부 항목은 패널 소속 
전문가들의 분야별(건축/전기전자 등) 상반된 견해차 제
시와 아울러 내용 타당도도 0.4로 낮게 나타나 2개 세부 
항목 모두 제외로 처리하였다. 한편, 추가 피드백 요청 사
항인 “BAPV 정의 개정 대안” 항목은 다른 기준치는 만
족했으나 내용 타당도(0.6)가 조금 미치치 못하여 일부 
패널과 조율 협의를 거쳐 상향 조정(0.8)하였고, 다음 2
단계로 처리하였다.

3.2.1 BIPV 정의 내용 (일부)
Table 9와 같이 모든 항목에 대해 변이계수는 0.5이

하로 도출되어 추가 설문 필요없이 분석을 진행하였다. 
세부 항목 중, “건축물 부자재”에 대한 평균치는 4.3으로 
높게 나타났고, 이 항목에 대한 합의도, 수렵도는 모두 
기준을 달했고 타당도 또한 0.80으로 높게 나타났다. 
“모듈 제거 핵심 기능”항목은 패널 10명 중 7명이 “타당
함” 또는 “매우 타당함”으로 답을 해줬지만, 전체 평균치
는 3.25이고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패널 내부 의견 차이
가 있고 편차가 높아 합의도 및 수렴도가 기준에 달하지 
못하였다. 한편, 이 항목에 대한 타당도는 0.40이고 기준 
값인 0.62보다 낮아 타당하지 않음으로 판단되었다 

산업계에서는 건축물 정의 명시 외 디자인 심미성 등 
기준 필요 의견을 제시하였고, 연구계에서는 건축 부자재 
구조, 기능 및 미적 요소 등 구분 후, BIPV 정의 시도 외 건
축 부자재 차등 정의가 필요하다는 추가 의견을 주었다. 

Category Statistics Central Tendency Consensus
CVR

***PRO
or not
(O,X)

Direc-
-tionRealm Compon

-ents
Answer

Item
Aver
-age *SD Med Mode **QR

(Q1-Q3)
Agree
-ment

Conver
-gence CV

(Phrases 、
 etc)

BIPV Definition

Architectural 
supplements

Being 
Alterna
-tive

4.3 0.64 4.00 4.00 4.00 5.00 0.75 0.50 0.15 0.80 O Step
2

If PV Module 
removal, 

Core 
functions 

loss

Being 
Alterna
-tive

4.0 0.77 4.00 4.00 3.25 4.75 0.63 0.75 0.19 0.40 O Except

Table 9. Feed back Results of Delphi Step1 about some 
part of BIPV definition

*SD(Standard Deviation), **QR(Quadrant Range), ***PRO(Panel Review Opinion)

3.2.2 준BIPV 도입 대안 (2항목 전체)
“건자재 신규 구성 등 성능 높임” 과 “건축 자재 보강 

리모델링화” 등 2개 항목에 대해 도입 가능 답변을 설문
하였다. Table 10과 같이 모든 항목에 대해 변이계수는 
0.5이하로 도출되어 추가 설문 필요없이 분석을 진행하
였다. 2개 항목 모두 평균치가 3.8로 도입 가능 경향은 
보이지만, 합의도 및 수렴도는 모두 동일하게 각각 0.80, 
0.40로 분석되었고, 내용 타당도 또한 0.40로 낮게 산출
되어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Category Statistics Central Tendency Consensus
CVR

***PRO
or not
(O,X)

Direc-
-tionRealm Compon

-ents
Answer
Item

Aver
-age *SD Med Mode **QR

(Q1-Q3)
Agree
-ment

Conver
-gence CV

Semi
BIPV

Introduc
-tion 

Alterna
-tives

Construct 
&

 Assembly
 Newly

Architectur
al 

supplement
attatched

PV module

Can be 
introduced 3.8 0.87 4 4 3.20 4.00 0.80 0.40 0.23 0.40 O Except

Remodeling 
Architectur

al 
supplement
attatched

PV module

Can be 
introduced 3.8 0.87 4 4 3.20 4.00 0.80 0.40 0.23 0.40 O Except

Table 10. Feed back Results of Delphi Step1 about 
Semi-BIPV Introduction Alternatives 

*SD(Standard Deviation), **QR(Quadrant Range), ***PRO(Panel Review Opinion)

산업계 패널들은 BIPV 의미 확대와 BAPV 정의 명확
화, 건축 부자재 보강으로 인한 KS 표준 BIPV[11]차별
성 부족 등을 제시한 반면에 연구계 패널들은 건축 자재 
보강 관련 모듈성능 저하 대비 검증 절차 요구, 발전 자
재 추가 등 다소 우려와 견해 차이가 있었다.

3.2.3 BAPV 정의 개정 대안 (피드백 추가 요청 사항)
현행 정부 고시 공고 규정으로 정의된 BAPV 내용인 

“건축물 경사 지붕 또는 외벽 등에 밀착하여 설치하는 태
양광 설비의 유형”에 대한 개정 대안에 대해 도입 가능 
답변을 설문하였다. Table 11과 같이 단일 항목에 대해 
변이계수는 0.5이하로 도출되어 추가 설문 필요없이 분
석을 진행하였다. 본 설문 항목은 평균치가 4.2로 매우 
높게 나타나 도입 가능 경향이 있었고, 합의도 및 수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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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준에 도달했으나, 내용 타당도가 0.60으로 기준
치(0.62)보다 조금 못미치어 일부 패널들간 의견 조율 협
의를 거쳐 조정(0.80)을 하였고, 이 항목을 2단계로 처리
하였다.

Category Statistics Central Tendency Consensus
CVR

***PRO
or not
(O,X)

Direc-
-tionRealm Answer

Item
Aver
-age *SD Med Mode **QR

(Q1-Q3)
Agree
-ment

Conver
-gence CV

(Current : BAPV Definition)
Types of solar facilities installed closely on building slope roofs or exterior walls

Can be 
introduced 4.2 0.75 4.00 4.00 4.00 5.00 0.75 0.50  0.18 

0.60
 →
0.80

(Adjust) 
O Step

2

(Reviewing Revise Alternative: BAPV) 
Except for fixtures such as cradles that support solar modules with solar facilities installed closely to the roof or exterior walls of the building slope, the rest of the construction department. Types of solar facilities without material  components. However, if the solar module is BIPV certified, the exception is .

Table 11. Feed back Results of Delphi Step1 about 
Additioal Request of Panels

*SD(Standard Deviation), **QR(Quadrant Range), ***PRO(Panel Review Opinion)

산업계와 연구계 패널들은 BIPV 대비 BAPV 정의 명
확화 등 본 개정 대안에 대해 인증 취득 유무 제외, 설치 
형태 개념 보강 등 대체로 전향적인 의견들을 제시하였다.

3.3 델파이 1단계 추가 조사 (신규 대안)
델파이 1단계 최초 조사에서 실시한 “준BIPV 정의 추

가 도입 및 규정화” 항목이 폐지되고 추가 대안 조사로 
처리됨에 따라 신규 대안 3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추가로 
제시하였다. 해외 선진 사례 중, 국제 규격으로 통용되고 
있는 IEC 국제 표준규격 내 BIPV 정의[12, 13] 일부 내
용과 프랑스 지붕재 BIPV 정의[14, 15] 일부 내용 등 2
가지 인용 방안 외에 그 2가지 인용 내용들을 혼용한 방
안 등 총 3가지 방안을 설문 항목으로 제안하고, 도입 가
능에 대해 질문을 설정하였다.

인용 사유로는 IEC BIPV 정의 일부 내용 중, 태양광 
모듈의 건물 외피 기능에 있어서 외장재, 벽체 등 건물 
외부 표현을 함축적으로 담아낼 수 있었고, 프랑스 지붕
재 BIPV 정의 규정의 경우, 태양광 모듈의 지붕재 방수 
역할 기능 외에 모듈 지지대 적용 깊이에 따라 ‘단순 
BIPV’ 와 ‘완전 BIPV’ 등 세부 구분을 두어 현행 국내
BAPV 정의와 중복 차별성을 기대하였다.

아래 Table 12와 같이 모든 설문 항목 결과가 합의도 

0.75이상, 수렴도 0.5이하, 변이계수는 0.5이하로 나타나
서 추가 설문조사 필요없이 분석을 진행하였다. 설문 항
목들 중, “프랑스 지붕재 BIPV 일부 인용 방안” 과 “IEC 
+ 프랑스 등 BIPV 정의 일부 혼합 인용 방안”의 경우, 
내용 타당도가 모두 0.62이하로 저조(-0.4/0.2)하게 나
타나 모두 폐기하였다. 그러나, “IEC 국제표준 BIPV 정
의 일부 인용 방안”의 경우, 내용타당도가 당초 0.6이었
으나, 일부 패널과 조율 협의를 거쳐 상향 조정(0.8)하여 
2단계로 도입을 수용하였다. 

IEC 국제표준 일부 인용 방안에 대해서는 산업계와 
연구계 패널 모두 건물 외피 기능 관련 세부 정의 필요성
에 공감하였고, 프랑스 지붕재 일부 인용 방안에 있어서
는 다수 패널들이 프랑스 건축 형식, 주거 양식 및 건물 
용도의 상이함 등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으며, 혼용 방안
의 경우, 프랑스 인용 견해와 마찬가지로 건자재로서의 
BIPV 다기능 건축 형태 분류 등을 제시하였다

Category Statistics Central Tendency Consensus
CVR

***PRO
or not
(O,X)

Direc-
-tionRealm

(New Alter 
-natives)

Answer
Item

Aver
-age *SD Med Mode **QR

(Q1-Q3)
Agree
-ment

Conver
-gence  CV

IEC 
International 

Standard 
BIPV 

Definitions 
Partial 

Citations

Can be 
introduced 4.20 0.75  4.00 5, 4 4.00 5.00  0.75  0.50  0.18 

 0.60
 →
0.80

(Adjust)
O Step

2

French 
roofing BIPV 

definition 
cited in part

Can be 
introduced 3.10 0.70  3.00  3 3.00 3.75  0.75  0.38  0.23 -0.40 O Except

BIPV 
definitions 

such as IEC + 
France some 

mixed 
citations

Can be 
introduced 3.60 0.80  4.00  4 3.15 4.00  0.79  0.43  0.22  0.20 O Except

Table 12. Analysis Results of Delphi Step 1 about 
Additional Survey on New Alternatives

*SD(Standard Deviation), **QR(Quadrant Range), ***PRO(Panel Review Opinion)

3.4 델파이 2단계 최종 조사
    (최종 BIPV 정의 개정 대안 도입)

델파이 2단계 최종 조사에서는 그간 순차적으로 실시
한 1단계 최초 조사, 피드백 및 추가 조사 결과 중, 
Table 13과 같이 일부 흡수 조정(제외) 항목을 포함하여 
2단계 수용 처리 항목들을 중심으로 “최종 BIPV 정의 개
정 대안”을 도출하여 도입 가능 타당성에 대해 설문을 실
시하였다. 

또한, “최종 BIPV 정의 개정 대안” 도출 내용은 아래 
Table 14와 같이 “IEC 국제표준 일부 인용 방안”을 서
두로 하여 “이격 외 다른 대안 마련” 항목과 “BAPV 정의 
개정 대안”을 순차적으로 서술하고, “벽.창.지붕 형태” 및 
“건축 부자재” 항목들은 IEC BIPV 국제표준 정의 일부 
인용 내용(건물 외피 기능 외)에 흡수 조정(중복 제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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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Phase of 
Step 1

Step 2 Directions from Step 1 
results Step 2 

Accept
(or not)

Remarks
Realms Components

Step 1
 (First 
Survey)

BIPV 
Definition

Wall. Window. 
Roof shape

Not
→

(Adjust)
Included Step 1 

(Addition 
Survey) Results 

Regulating
Distance

Need Alternatives 
to other methods 
relative to the 

distance regulation
Accept -

Step 1 
(Feed 
back)

BIPV 
Definitions 

Architectural 
supplements

Not
→

(Adjust)
Included Step 1 

(Addition 
Survey) Results 

BAPV Definition Revision 
Alternatives Accept -

Step 1
(Additional 
Survey)

Some citations of IEC 
international Standard BIPV 

Definition
Accept -

Table 13. Acceptances of Delphi Step 2 drawn from 
Results of Delphi Step 1

Final Survey 
Items

of Step 2
  Suggestions for Derivimg Final BIPV Definition 

Revision Alternatives Draft 
from Step 1 results

Some citations 
of IEC 

International 
standards

(Included Step 1 
some Results, 

Table13)

BIPV is a solar facility that provide least one building 
envelope function and can produce power at the 

same time, and if the module is removed, the core 
function of the building envelope may be lost or 
damaged, and structural equipment that must be 

replaced by other building materials. 

Need 
Alternatives 

to other 
methods relative 
to the distance 

regulation

In particular, in consideration of heat dissipation, 
such as the increase in the module rear temperature 
of the BIPV, alternatives should be provided, such as 

out-of-gap holes, controls, and other heat 
dissipation methods. 

BAPV Definition 
Revision 

Alternatives

BAPV is a solar facility that is installed closely in a 
building sloped roof or exterior wall, except for 

fixtures such as holder supporting solar modules, and 
the rest of the building departments types of solar 

installatins without materials components.

Table 14. Final Survey Items of Delphi Step 2  drawn 
from Results of Delphi Step 1 

한편, “최종 BIPV 정의 개정 대안 도입” 항목에 대해 
Table 15와 같이 설문 분석을 해본 결과, 변이계수는 
0.5이하로 나타나서 추가 설문이 필요없이 분석을 진행
하였다. 본 항목의 평균치는 4.2로 높게 나타났고, 합의
도는 1.0이고, 내용타당도는 1.0으로 분석되어 최종 
BIPV 정의 개정 대안의 도입은 가능한 것으로 도출되어 
추후 본 개정 대안의 최종 개정방안 도입 반영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Category Statistics Central Tendency Consensus
CVR

***PRO
or not
(O,X)

Direc-
-tionRealm Answer

Item
Aver
-age *SD Med Mode **QR

(Q1-Q3)
Agree
-ment

Conver
-gence  CV

Suggestions for 
Derivimg Final 
BIPV Definition 

Revision 
Alternatives 

Draft

Can be 
introduced 4.2 0.4 4.0 4 4.0 4.0 1.0 0.0  0.1 1.0 O

Next
Final

Review
Reflec
-tion

Table 15. Analysis Results of Delphi Step 2 Final 
Survey 

*SD(Standard Deviation), **QR(Quadrant Range), ***PRO(Panel Review Opinion)

산업계 패널들은 건축법 연계 기준 정립 필요와 더불
어 BAPV 외장재 대체 유무 표현 명확화 등을 요구하였
고, 연구계 패널들은 BIPV 후면 열방출 관련 폐쇄 공간
의 열적 신뢰성 확보에 이어 BAPV도 BIPV와 마찬가지
로 경사 지붕, 외벽 등 부위를 지양하고 건물 외피로 일
관성을 요청하였다. 다만, 일부 패널은 이격 대안 마련에 
대해 온도 영향, 열방출 강제 배제 등 소수 의견이 있었
으나, 다수 전문가들의 타당 선호도 우위, 열적 신뢰성 
등 전문 의견 존중 측면에서 존치를 결정하였다.

4. 앞장 논의(고찰) 및 결론
2단계 최종 델파이 조사를 통해 “IEC 국제표준 BIPV 

정의내용 인용” 기초를 토대로 하여 “BIPV 설치에 따른 
이격 외 다른 대안 마련” 과 “BAPV 정의 개정 대안” 등 주
요 핵심 방안들을 도출하였고, 아울러, 패널 검토 의견들을 
반영하고, 일부 문구 및 논리들은 수정 보완하여 Table 
16과 같이 “최종 BIPV 정의 개정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상 앞 장의 델파이 조사 결과에 대해 종합 논의 고
찰해 보면, 전문가 패널 상호간 논란이 예상된 “준BIPV
도입 제반 사항과 리모델링 도입 사항”들은 BIPV 시장 
건전성 발전을 위해 폐지하였고, “BIPV 정의 문구” 중, “모
듈 핵심 기능 등” 논란 문구는 제외되었고, “건축 부자재와 
벽.창.지붕 형태 문구 등”은 유지되었으나, 최종 2단계에 
이르러 IEC 정의 일부 인용으로 인해 모두 흡수하였다.

또한, 국내 BIPV 정의 문구 중, 시공 표현(건물을 완
전히 둘러싸기 외) 등은 IEC 정의 일부 인용과 관련 건물 
외피 기능으로 단순화하였다.

한편, 전문가 주요 의견으로 제시한 건물 외피 세부 기
능과 건축물 적용 범위 확대 등은 다양성으로 인해 별도 
기준 설정으로 정리하였고, 이격 외 다른 대안(열방출)과 
관련하여 소수 전문가의 반대 의견이 있었으나, 다수 전문
가들의 열적 신뢰성 문제를 감안하여 존치를 결정하였다.  

추가로 BAPV와 BIPV간 명확한 구분을 위해 BAP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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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개정 대안 중, 거치대 등 고정 장치를 제외한 건축 
자재 구성 요소가 없는 설비로 범위 제한 설정을 두었고, 
기타, 설치 부위 표현 등은 건물 외피 중복으로 제외하였다.

이번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국내 BIPV 시장 활
성화를 위한 다양한 촉진 방안을 도출하고자 “준BIPV 도
입 관련 제반 방안” 과 “프랑스 지붕재 BIPV 정의 인용 
방안” 등을 제시하고 여러 차례 설문조사를 시도해 보았
지만, 산업계 및 연구계 전문가 패널들의 전반적인 의견
들을 수렴해 보면, 준BIPV 도입 등 BIPV 시장 확대 방안 
보다는 현 BIPV 초기 시장을 감안하여 기술적으로 안전
하고 인증받은 BIPV제품의 유통, 설치 시공 등 시장 건
전성을 기대하는 관점들이 우세하였다.

또한, 현행 국내 정부 고시.공고 등으로 규정된 각종 
BIPV, BAPV 등 정의 내용의 명확화를 통해 연관 기술기준인 
BIPV 제품/시공 설계,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건물 정보 모델링)도입[16]과 BIPV 시험.연구 규
격 표준화 등 제반 활성화 방안들을 중점적으로 제안하였다.

Suggestions for Derivimg 
Final BIPV Definition 

Revision Alternatives Draft 
(Delphi Step 1, Results)

Remarks
Final BIPV Definition 

Revision Plan
(Delphi Step 2, Final Survey 

Results)
BIPV is a solar installation 
facility that provides one or 
more building envelope 
functions and can 
simultaneously produce 
power, and if the module is 
removed, the core 
("delete")function of the 
building envelope  function 
may be lost or damaged, 
and the structure("delete") 
facility that must be 
replaced by another building 
material 

Delete issues 
phrases such 
as core, 
structures, 
system 
meanings 
and etc 
Extra 
standards are 
required due 
to the variety 
of envelope 
and details

BIPV is a solar installation 
facility that provides one or 
more building envelope 
functions and can 
simultaneously produce 
power, and if the module is 
removed, the function of the 
building envelope to be lost 
or damaged ,and the facility 
that must be replaced with 
other building materials. 
(However, the details of the 
building envelopel are based 
on technology) 

In particular, in 
consideration of heat 
dissipation, such as the 
increase in the module rear 
temperature of the BIPV, 
alternatives should be 
provided, such as 
out-of-gap holes, controls, 
and other heat dissipation 
methods. 

Thermal 
reliability, 
etc. 

"Same Left"

BAPV is a type of solar 
facility that is installed 
closely in conjunction with a 
building sloped roof or 
exterior wall ("delete", 
included envelope), except 
for fixtures such as holders 
supporting solar modules, 
and the rest of the building 
department · types of solar 
installations without 
materials("unified envelope") 
components. 

Deleted 
building part 
site 
pharases.
unified 
envelope by 
outer shell 

BAPV is a type of solar 
facility that is installed 
closely in conjunction with a 
building, and does not have 
the remaining building 
envelope components, 
except for fixtures such as 
holders supporting solar 
modules. 

Table 16. Final BIPV Definition Revision Plan

한편, 산업계 및 연구계 등 분야별, 경력별로 전문가 
패널의 인원이 조사 기간, 섭외 등 관계로 최소의 인원
(10인)으로 구성되어 BIPV 대안 발굴 마련에 대해 폭 넓
고 다양한 의견 수렴이 다소 미흡하였다.

반면에 소수 전문 패널들이 집중적으로 전문 정책 방
안들을 지속 제안하는 등 추가 검토 의견들을 활발히 제
출하여 특정 대안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설문조사 활동
을 수행하였고, 전문 정책방안 중, BIPV 관련 건물 디자
인 등급제(서울특별시 도입), 디자인 심미성 추가 도입, 
BIM 도입 등 건축 분야 외 이와 연관된 융복합 연구 응
용 분야는 현 정체된 국내 BIPV 시장의 확대와 BIPV 신
시장 창출 등 활성화를 위해 단기 또는 중장기적으로 후
속 연구과제 연결 및 질적 연구 제시가 필요하다고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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