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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건축물은 에너지사용량을 일정수준 이하로 최소화한 후 소
비되는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기에 온실가스감축의 효과적인 수
단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에, 단열, 기밀, 일사조절, 고효율설비
등의 건물에너지 절약기술과 태양광, 지열 등 건물적용이 가능한 재생에
너지기술이 개발되고 건물의 용도와 지역조건에 맞게 요소기술을 조합하
는 통합설계기법이 제안되고 있다.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 (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s: BIPV)은
건물의 외피인 지붕, 외벽, 창호를 태양광발전 모듈로 대체하며 태양광발
전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건물의 미관과 건물 냉난방에너지소비
에 영향을 주는 복합적 효과를 가진 기술로서 그 장점이 크다. 하지만
실제 적용과정에서 건물의 형태나 설계조건에 따라 발전성능이 저하되고
BIPV용 모듈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초기투자비가 일반 태양광발전 기술
에 비해 높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BIPV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적합한 적용대상을 발굴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한편으로는 BIPV의 적용효과를 태양광발전과 함
께 건물에너지 소비절감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고 일반 태양광발전
과 비교하여 환경, 경제적 평가를 수행하여 BIPV 기술의 적용타당성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BIPV의 에너지, 환경, 경제적 가치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소규모 사무용건물에 적용된 투광형 BIPV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
하였다. 투광형 BIPV창호 설치에 따른 전력생산과 함께 건물의 냉난방
에너지 절감효과를 분석하여 BIPV 창호를 설치하여 얻어지는 건물에너
지효과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BIPV의 설치와 운전과정
에서 투입되는 에너지 또는 비용과 태양광발전, 냉난방에너지 절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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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에너지 또는 편익을 비교하고 이를 환경, 경제적 지표로 환산하여
환경, 경제적 평가를 실시하였다.
먼저 사무용 건물의 투광형 BIPV 창호 설치로 인한 통합에너지성능을
파악하기 위해 투광형 BIPV 창호가 적용된 사무용 건물의 태양광발전량
을 측정하고 연간 에너지소비, 기후조건, 설계조건을 반영하여 냉난방에
너지절약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건물에너지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투
광형 BIPV 창호의 에너지 절약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투명유리 창호를
기본모델로 선정하고 기능성 창호인 열선흡수유리 창호, Low-e 유리 창
호를 대안창호로 창호모델을 구성하였다.
실제 건물의 냉난방에너지는 설계조건과 함께 운전조건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건물 운영시간, 냉난방 설정온도, 출입에 의한 침기, 실내부
하 변화에 따른 에너지 절약효과를 파악하고 BIPV 창호의 적용효과를
높일 수 있는 운전조건을 탐색하였다.
분석결과 투광형 BIPV 창호는 냉방비중이 높은 사무용건물에서 에너
지 절약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조건 중에서 난방부하를 증
가시키는 난방설정온도 상승, 출입침기량 증가가 냉난방에너지 절약효과
를 높이기 위한 주요 관리요인으로 분석되었다.
투광형 BIPV 창호의 환경, 경제적 평가를 위해 국제에너지기구
(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에서 2011년에 제안한 태양광발전시
스템 전과정평가 지침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스템에 투입된 에너지를 계산
하고 이를 투광형 BIPV 창호 설치에 따른 태양광발전 및 에너지 절감효
과를 통해 얻어진 에너지와 비교하였다.
환경, 경제적 평가를 위한 평가지표는 총 투입에너지를 연간 생산에너
지로 나누어 투입에너지 회수기간을 평가하는 에너지회수기간 (Energy
Payback Time: EPBT)과 총 투입비용을 연간 편익으로 나누어 투입비
용 회수기간을 평가하는 투자회수기간 (Payback Period: PBP)을 적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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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결정질 실리콘을 이용한 일반태양광발전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운전조건을 적절히 유지하면 투광형 BIPV 창호의 에너지회수
기간이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발전시스템보다 짧은 것으로 나타나 환경적
가치가 우수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경제성을 나타내는 투자회수기간을
비교하면, 정부지원정책을 감안해도 투광형 BIPV 창호의 투자회수기간
이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발전시스템보다 2배 이상 높아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에서 투광형 BIPV 창호가 낮은 태양광발전 성능에도 불구
하고 냉난방에너지 절감과 기존자재 대체를 통한 에너지투입 감소로 인
해 일반 태양광발전과 비교하여 충분한 환경적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파
악하였다. 하지만 현재 정부지원정책이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발전시스템
을 기준으로 실시되면서 투광형 BIPV의 원활한 보급이 어려운 상황이
다. 향후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로 인해 상업공공건물의 투광형 BIPV
적용이 확대될 것이므로 투광형 BIPV의 기술개발과 대량생산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투광형 BIPV의 종합적인 에너지 성능을 파악하고 환경, 경
제적 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실제 적용사례를 정량적
으로 분석하여 투광형 BIPV의 종합적인 가치를 평가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투광형 BIPV의 기술개발 및 가치평가를 위한 선행연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투광형 태양광,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 환경-경제적 평
가, 건물에너지
학

번 : 2008-30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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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 배경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등 전지구적 환경문제
가 부각됨에 에너지절약과 화석연료 대체를 통한 대안 마련이 진행되고
있다. 건물분야는 세계적으로 총에너지사용량의 40%를 차지하는 주요
소비분야로 건물에너지 분야의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전환을 위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에 대한 단계적 의무화
정책이 실시되고 있다(IPEEC, 2018).
우리나라는 2020년부터 공공건물을 대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에 착수하여 2025년에는 민간건물로 확대하는 정책로드맵을 수립하고 제
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와 제로에너지건축물 시범사업을 통해 단계적으
로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에너지사용량을 일정한 수준 이하로 최소화한 후
소비되는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하여 활용하는 건물을 의미한다.
따라서 제로에너지건축물을 구현하기 위해 단열, 기밀, 일사조절, 고효
율설비 등의 에너지절약기술과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의 재생에너지기
술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통합설계를 통해 적용된다.
다양한 기술 중에서 에너지절약과 재생에너지공급의 목표를 동시에 구
현하는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 (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s:
BIPV)기술이 주요기술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BIPV기술은 건물의 지
붕, 외벽, 창호 등의 외피자재를 태양전지 모듈로 대체하는 기술로 초기
투자비를 줄일 수 있고 태양광발전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고 건물
의 미관과 냉난방, 조명 등 건물의 에너지소비에도 영향을 미치는 복합
적 역할을 수행한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이 의무화되면 고층, 고밀도로 개발되는 상업공공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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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은 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해 BIPV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다수의
상업공공건물에서 유리외피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하면 유리창
호를 대체할 수 있는 투광형 BIPV 창호의 적용이 확대될 것이다.
이러한 전망을 실현하기 위해 투광형 BIPV 창호를 위한 기술개발과
종합적인 에너지 성능분석이 이뤄지고 있으며 개발기술의 환경,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투광형 BIPV 창호는 결정질 실리콘, 비정질 실리콘, 염료감응형 태양
전지 등 다양한 종류의 태양전지를 이용하여 개발되고 있으며 개발 제품
이 최적의 성능을 발휘하기 위한 기후조건, 설계조건을 찾기 위해 에너
지성능평가가 수행되고 있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냉방부하가 많은 상업공공건물에 투광형 BIPV를
적용할 경우 전력생산과 함께 냉난방에너지를 절약하여 제로에너지건축
물 구현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투광형 BIPV의 가치를 평
가하기 위해서는 발전성능과 건물의 냉난방에너지 절약효과를 함께 파악
해야 하며 실질적인 냉난방에너지 절약효과를 운전시간, 냉난방온도, 재
실자수와 내부 가동설비와 같은 운전조건을 감안한 분석이 요구된다.
투광형 BIPV 기술은 기후변화 대응과 화석연료 대체를 위한 것이고
향후 제로에너지건축물의 확대를 위해 충분한 경제성을 갖추거나 혹은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투광형 BIPV기
술의 환경, 경제적 평가가 중요하게 부각된다.
환경, 경제적 평가는 국제표준화기구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가 수립한 전과정평가 (Life Cycle Assessment
: LCA)와 수명주기 비용분석 (Life Cycle Cost Analysis: LCCA)를 활용
하고 있다.
LCA는 제품 또는 프로세스의 전과정동안 투입되는 물질, 에너지와 발
생오염원을 분석하여 환경영향을 평가하는 기법으로 ISO 14040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며 태양광발전시스템에 대한 LCA는 국제에너지기구
(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에서 2011년 제안한 가이드라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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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수행된다.
IEA에서 제안한 태양광발전시스템의 LCA는 전과정동안 투입되는 에
너지와 탄소배출량을 분석하는 한편 태양광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력량을
검토하여 전과정동안 화석연료 대체와 온실가스 저감 효과를 평가한다.
이러한 평가기법은 LCCA의 비용 대비 편익이라는 평가기법과 유사하며
태양광발전의 LCA에서 사용하는 평가지표는 LCCA에서 사용하는 평가
지표인 투자회수기간 (Payback Period: PBP)와 투자 수익률 (Return on
Investment: ROI)와 유사하게 에너지 회수기간 (Energy Payback Time:
EPBT), 에너지투자 회수율 (Energy Return on Investment: EROI) 등이
활용된다.
투광형 BIPV기술에 대한 환경, 경제적 평가는 IEA의 절차에 따라 수
행되는데 추가적으로 BIPV의 기존 외피자재 대체를 감안하고 전력생산
과 건물에너지절약효과를 반영한다.
우리나라에서 투광형 BIPV시스템에 대한 적용과 에너지성능분석이 진
행되고 있으나 향후 기술개발과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에너지성능, 환경, 경제적 평가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연구기법을
체계화하고 분석사례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투광형 BIPV에 대한 에너지성능 분석와 환경,
경제적 평가 연구를 바탕으로 국내에 설치된 사무용건물의 투광형 BIPV
창호에 대하여 발전과 냉난방에너지 소비절약을 포함한 통합 에너지성능
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경, 경제적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투광형 BIPV의 기술개발 및 보급의 필요성을 파
악하고 국내 여건에서 투광형 BIPV가 활성화되기 위한 정부지원제도를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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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목적

투광형 BIPV는 유리외피로 설계되는 상업공공건물의 제로에너지건축
물 구현을 위한 핵심기술로 부각되고 있지만 기술개발과 대량생산이 지
연되어 기술보급이 미흡하다. 이는 제품성능과 설계기술의 부족, 높은 자
재단가 등이 주요 원인이지만 한편으로는 BIPV 기술의 에너지성능을 통
합적으로 분석하고 환경, 경제적 평가를 통해 BIPV 기술의 가치를 제고
하기 위한 적절한 지원정책을 실행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향후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의무화에 따라 BIPV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이러한 전망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BIPV의 성능 분석을
통해 적합한 적용대상을 선정하고 이에 알맞은 기술개발이 활발히 이루
어져야 하고 환경, 경제적 평가를 통해 육성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향후 투광형 BIPV 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근거 자
료를 확보하기 위해 통합에너지성능 및 환경, 경제적 평가를 위한 분석
기법을 제시하고 투광형 BIPV창호가 설치된 사무용건물의 사례를 바탕
으로 태양광발전 및 건물 냉난방에너지 소비절약효과를 분석하여 현재의
기술적, 정책적 여건에서 투광형 BIPV의 환경, 경제적 평가를 수행하고
자 한다.
투광형 BIPV의 종합적인 에너지성능 분석을 위해 실제 적용된 투광형
BIPV의 발전성능을 측정하고 설계조건 과 운전조건을 반영하여 투광형
BIPV창호의 실질적인 냉난방에너지 절감효과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
한 투광형 BIPV의 투입에너지 및 비용을 파악하고 태양광발전 및 냉난
방에너지 절감효과를 종합하여 정량적인 환경, 경제적 평가를 수행하고
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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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른 세부적인 연구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 검토를 통해 BIPV의 에너지성능평가, 재생에너지의 환경,
경제적 평가기법을 파악하고 투광형 BIPV의 평가에 적합한 분석기법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둘째, 실증건물에 적용된 투광형 BIPV의 특성 및 성능을 측정하고 건
물의 운전조건을 분석하여 냉난방에너지 분석에 필요한 시뮬레이션 모델
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셋째, 투광형 BIPV 창호와 일반창호의 비교 시뮬레이션을 통해 운전
조건에 따른 냉난방에너지 절감효과를 분석하고 효과적인 운전조건을 제
시하고자 하였다.
넷째, 환경, 경제적 평가기법에 따라 투광형 BIPV창호와 결정질 실리
콘 태양광발전시스템의 비교평가를 실시하여 투광형 BIPV의 환경, 경제
적 가치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다섯째, 투광형 BIPV의 환경, 경제적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투광형 BIPV의 정부지원방안, 향후 투광형 BIPV의 가격
조건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1.3 연구내용 및 범위

사무용건물에 적용된 투광형 BIPV 창호의 에너지성능을 측정 자료
및 건물에너지 시뮬레이션을 통해 파악하고 환경, 경제적 평가절차에 따
라 종합 분석하여 환경적, 경제적 가치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연구체
계는 그림 1로 나타나며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는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제로에너지건축물의 개념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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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구성방안에 대해 조사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에 부합하는 BIPV의
기술특성과 에너지성능평가 결과를 검토하였다. 또한 환경, 경제적 평가
의 방법론과 평가사례를 조사하고 평가지표를 검토하였다.
제 3장에서는 사무용건물에 적용된 투광형 BIPV 모듈의 특성 및 성능
을 실험실 및 야외에서 측정하고 투광형 BIPV 창호가 적용된 실증건물
의 연간 발전량을 파악하였다. 기후조건 및 설계, 운전조건에 따른 실증
건물의 조명/사무기기, 냉난방기기 전력소비량을 측정하고 건물 관리자
와 인터뷰를 통해 건물의 운전특성을 조사하여 건물에너지 성능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였다.
제 4장에서는 실증건물의 설계제원, 운전특성 및 측정데이터를 바탕으
로 건물에너지 시뮬레이션을 위한 건물모델과 창호모델을 제안하였다.
또한 사무용건물의 냉난방 에너지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운전조건을 문헌
과 건물관리자 인터뷰 내용을 종합하여 제안하였다. 제안된 건물모델, 창
호모델, 운전조건을 적용하여 EnergyPlu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시뮬레이
션을 수행하고 냉난방부하량, 냉난방설비를 반영한 에너지소비량을 비교
하여 에너지 절약효과를 분석하였다.
제 5장에서는 실증건물의 측정자료 및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환
경, 경제적 평가를 실시하였다. 환경, 경제적 평가지표는 EPBT와 PBP를
각각 적용하였으며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발전시스템과 비교하였다. 또한
정부보조금을 감안한 경제성을 분석하고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시스템과
비교하여 경쟁력을 갖기 위한 정부의 지원제도와 투광형 태양전지 모듈
의 가격목표를 민감도 분석을 통해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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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수행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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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문헌 조사
2.1 제로에너지건축물

2.1.1 제로에너지건축물 정의

미국 에너지부에 의하면 제로에너지건축물은 “An energy-efficient
building where, on a source energy basis, the actual annual delivered
energy is less than or equal to the on-site renewable exported
energy”으로 정의된다(US DOE, 2015).
이 기준에 따르면 모든 순간에 제로에너지가 구현되는 것이 아니고 에
너지공급과 소비의 측면에서 연간소비량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연간기
준 제로에너지건축물 (Net Zero Energy Building: NZEB)로 정의할 수
있다(Banerjee, 2015).
제로에너지건축물은 신재생에너지를 적용하여 화석연료를 대체한다는
측면이 부각되고 있으나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정의에서 기본적인 전제사
항은 에너지 효율적인 건물이라는 것이다.
즉,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정의에서 제안되고 있는 제로에너지 구현방법
은 건물의 에너지효율을 높여서 에너지소비를 줄이는 것과 소비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의 목적과 평가지표에 따라 표 1과 같이 여러 가지
정의가 존재한다(Marszal, 2009). 제로에너지건축물의 목적을 화석연료
소비측면, 온실가스배출 측면, 건물 에너지비용 측면에서 접근하여 서로
다른 정의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정의에 따른 장단점은 표 2와 같다
(Torcellini et al.,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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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 ZEB의 경우 사이트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에 대한 측정과 비교가
쉽고 외부효과를 배제하여 실제 건물의 설계적용에 용이한 장점이 있다.
반면 에너지절감 및 재생에너지 적용을 위해 새로운 자재와 설비를 추가
할 때 제작, 설치, 운영단계에서 추가로 에너지가 투입되는데 Site ZEB
는 운영단계에서 에너지소비절감 및 생산만을 측정하여 평가하므로 건설
단계의 설비비용에 대한 영향 평가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
Source ZEB는 사용되는 에너지를 1차 에너지로 환산하여 객관적인 비
교가 가능하고 재생에너지 공급이 주로 태양광발전을 통해 전력공급으로
이루어지므로 1차 에너지로 환산할 경우 제로에너지 달성률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에너지원의 사용자 편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
고 1차 에너지 환산을 위해 많은 근거자료가 요구되는 단점이 있다.
Cost ZEB는 실제 투입된 에너지비용을 측정하여 평가하므로 평가가
용이하고 수요반응을 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실제 에너지
측면에서 효과를 파악하기 어렵고 에너지 가격이 불안정하게 변동되므로
이에 따른 ZEB 효과가 불확실하게 나타난다.
Emission ZEB는 온실가스를 기준으로 에너지원을 비교할 수 있어 환
경효과를 파악하기에 유리한 모델이며 다양한 오염원을 반영할 수 있다.
따라서 친환경에너지 공급에 적합하다. 하지만 오염원을 파악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적절한 배출계수의 선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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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제로에너지건축물 개념(Torcellini et al., 2006)
Option
Concept
Net Zero A site ZEB produces at least as much energy as it
Site uses in a year, when accounted for at the site.
Energy
A source ZEB produces at least as much energy as it
uses in a year, when accounted for at the source.
Net Zero Source energy refers to the primary energy used to
Source generate and deliver the energy to the site. To
Energy calculate a building’s total source energy, imported
and exported energy is multiplied by the appropriate
site-to-source conversion multipliers.
In a cost ZEB, the amount of money the utility pays
Net Zero the building owner for the energy the building exports
Energy to the grid is at least equal to the amount the owner
Cost pays the utility for the energy services and energy
used over the year.
Net Zero A net-zero emissions building produces at least as
Energy much emissions-free renewable energy as it uses
Emission from emissions-producing energy 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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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제로에너지건축물 개념에 따른 장단점(Torcellini et al., 2006)
Definition

Pluses
Minuses
Other Issues
•Easy to implement.
•Verifiable through on-site measurements.•Requires more PV export to offset natural gas.
approach to achieving ZEB. •Does not consider all utility costs
Site •Conservative
•No
externalities
performance,
(can have a low load factor).
ZEB can track successaffect
over time.
•Does not account for nonenergy differences
•Encourages energy-efficient building
between fuel types
designs.
not account for nonenergy differences •Need to develop site
•Able to equate energy value of fuel •Does
between
fuel types
to source convertsion
types used at the site.
Source •Better
•Source
energy
use
accounting
and
fuel
switching
factors, which require
model
for
impact
on
national
can
have
a
larger
impact
than
efficiency
tech.
significant amounts
ZEB energy system.
•Does
not
consider
all
energy
costs
of information to
•Easier ZEB to reach.
(can have a low load factor).
define.
•May not reflect impact to national grid
•Easy to implement and measure.
for demand
•Offsetting monthly
•Market
forces
result
in
a
good
balance
•Requires
net-metering
agreements
such
that
service and
Cost between fuel types.
exported
electricity
can
offset
energy
and
infrastructure charges
ZEB •Allows for demand-responsive control. nonenergy charges.
require going beyond
•Verifiable from utility bills.
•Highly volatile energy rates make for difficult ZEB.
tracking over time.
•Better model for green power.
for nonenergy differences
Emissions •Accounts
•Need appropriate
between
fuel
types
emission factors.
ZEB (pollution, greenhouse gases).
•Easier ZEB to r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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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제로에너지건축물 정책

제로에너지건축물에 대한 정의와 기술적 개념이 정립되고 실제 제로에
너지건축물의 실증모델이 다수 개발되어 적용되면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지원제도가 각국의 정책에 반영되고 있다(Zhang et al., 2017).
각국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정책을 살펴보면 EU는 2009년 건물에너지
절약 지침을 발표하고 2019년부터 EU 내 모든 신축건물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도록 제안하였으며 이에 따라 영국
의 경우 2008년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정책을 발표하고 2016년부터 신규
건물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제로화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안하였다(Nejat
et al., 2015). 프랑스는 주택성능등급을 의무화하고 건물의 에너지 소비
22% 절감을 목표로 2020년까지 제로에너지건축물 100만호를 건설하고
기존 주택의 에너지효율화를 위한 리모델링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
다. 미국은 건물에너지 효율을 강화하기 위해 그린빌딩인증제도인 LEED
(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 Design)를 발표하고 주거용 건
물은 2020년부터, 비주거용은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
을 의무화하기로 하였다. 독일은 패시브주택을 위주로 보급을 확대하며
2020년 이후 단계적으로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건물을 의무화하고
있다.
일본은 2014년 정부정책을 수립하여 2017년부터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강화하고 신축 공공건축물의 경우 2020년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을 도입
하며 2030년까지 신축건축물이 평균적으로 제로에너지건물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Tanabe, 2016).
우리나라는 2009년 국토교통부에서 녹색성장위원회 대통령보고에서
2025년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이후 2014년 [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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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대응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 방안]을 통해 이를 구체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선 난방에너지 90% 절감을 목표로 에너지설계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제로에너지건축물 기술개발 및 시범사업을
거쳐 2025년부터 신축건물의 제로에너지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시행령]을 통해 제로에너지
건축물에 대한 정의 및 인증,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제로에너지건축물이란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에
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
을 말한다(제2조 4항)”.
우리나라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인증기준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
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에 따라 표 3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국토교통부, 2017). 위의 인증기준에 의하면 제로에너지건축물은 에너지
효율등급 1++이상을 달성해야 하는데 표 4에 의하면 1차 에너지로 환산
하여 주거용의 경우 90 kWh/㎡․년, 비주거용의 경우 140 kWh/㎡․년
미만이어야 한다.
에너지효율등급 1++ 등급을 만족하면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자
립률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5개 등급으로 나누
어진다 (표 5).
또한 제로에너지건축물의 보급확대를 위해 건축기준 완화, 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지원, 금융지원,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제도를 실시하고 있
다(국토교통부, 2017).
2017년 이후 2018년 11월 말 기준 총 34건의 인증사례가 있으며 대부
분은 공공건물이며 공동주택, 민간 사무용건물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총
34건 중 제로에너지를 달성한 1등급은 2건이며 25건이 5등급으로 제로에
너지 달성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에너지공단, 2018).
이러한 결과를 살펴볼 때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위한 에너지절약기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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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나 제로에너지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의 적
용은 아직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제로에너지 달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수립이 요구된다.
<표 3>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1. 건축물
인증등급 1++ 이상
에너지효율등급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생산량
2. 에너지자립률(%)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비량 * 100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 신·재생에너지
단위면적당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량) × 해당 1차
1차 에너지 생산량
에너지환산계수}
(kWh/㎡·년)
/ 평가면적
단위면적당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
1차 에너지 소비량
단위면적당
(kWh/㎡·년)
1차 에너지생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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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건물에너지효율 인증등급
주거용 건축물
연간 단위면적당 1차
등급
에너지소요량
(kWh/㎡․년)
1+++
60 미만
1++
60 이상 90 미만
1+
90 이상 120 미만
1
120 이상 150 미만
2
150 이상 190 미만
3
190 이상 230 미만
4
230 이상 270 미만
5
270 이상 320 미만
6
320 이상 370 미만
7
370 이상 420 미만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kWh/㎡․년)
80 미만
80 이상 140 미만
140 이상 200 미만
200 이상 260 미만
260 이상 320 미만
320 이상 380 미만
380 이상 450 미만
450 이상 520 미만
520 이상 610 미만
610 이상 700 미만

<표 5>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ZEB 등급
에너지 자립률
1 등급
에너지자립률 100% 이상
2 등급
에너지자립률 80 이상 ~ 100% 미만
3 등급
에너지자립률 60 이상 ~ 80% 미만
4 등급
에너지자립률 40 이상 ~ 60% 미만
5 등급
에너지자립률 20 이상 ~ 4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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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제로에너지건축물 쟁점

세계 각국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 보급이 확산됨에 따라 제로에너지건
축물에 대한 여러 가지 쟁점이 부각되고 있다(Pless & Torcellini, 2010).
첫 번째 쟁점은 건물의 에너지 소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지역적 기후조건과 건물의 용도에 따라 에너지소비량이 크게 달
라진다. 예를 들어 에너지 소비가 많은 데이터센터와 같이 에너지사용의
특수성에 대한 문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에서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에너지를 포함하며 사무기기 에너지소
비를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실내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는 대부분 열로
전환되어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소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건물에너지 소비항목과 항목별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
요하다.
두 번째로 에너지생산의 측면에서 건물 내 생산의 타당성(in-site or
on-site)에 대한 쟁점이다. 재생에너지는 태양에너지, 풍력, 지열과 같이
자연조건의 영향이 크고 에너지 밀도가 낮은 특징이 있다. 따라서 고밀
도로 개발되는 건물의 경우 충분한 에너지를 확보하기 어렵다. 또한 건
물은 재생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생산하는데 불리한 조건을 가진다. 태양
광발전의 경우 태양전지의 설치각도와 방향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지는데
건물설계에서 태양광발전에 가장 적합한 각도와 방향을 우선순위에 두고
설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발전성능 저하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제로에너지의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공급범위를 건물내부에
서 외부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개별건물의 경우 규모와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의 구현가능성이 다르게 나타난다.
또한 동일시점에 건물별로 생산되는 에너지와 소비되는 에너지가 달라
상호보완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냉열이 요구되는 아이스링크와 온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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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되는 목욕시설은 냉온열을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열펌프 시설을 통
해 효과적으로 에너지 절약이 가능하다. 따라서 여러 건축물과 시설의
에너지 생산과 소비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로에너지타운과 같
은 지역에너지 통합설계를 통해 제로에너지건축물의 구현이 용이할 수
있다(Polly et al., 2016). 또한 건물 내 재생에너지생산이 외부의 재생에
너지 생산보다 비효율적이라면 이것은 전체 에너지시스템의 환경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건물에너지절약과는 달리
재생에너지의 개발과 활용에서 다양한 전략이 제안되고 있다(표 6).
표 6에서 건물부지 외에서 재생에너지를 공급받는 경우는 지역차원에
서 폐열, 바이오매스를 활용하는 방안과 외부의 재생에너지를 REC나
Green price제도 등을 활용하여 구매하는 방안도 제로에너지건축물을 구
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 부지 내에
서 생산된 재생에너지와 외부의 재생에너지 활용에 대한 가중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김선숙, 2018).
따라서 제로에너지건축물에서 건물 내부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와 외
부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는 경쟁 혹은 보완관계를 가지게 되며 화석연
료 대체와 온실가스 저감, 경제적 편익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선택되거
나 통합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쟁점을 감안하여 이 연구에서는 건물
에 설치된 투광형 BIPV를 일반적인 재생에너지공급원인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시스템과 비교하여 에너지성능을 분석하고 또한 환경, 경제적 효
과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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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에너지공급 (Pless & Torcellini, 2010)
Option ZEB Supply-Side
Examples
Number
Options
high-efficiency
Reduce site energy use Daylighting,
equipment, natural
0 through low energy HVAC,
evaporative cooling,
building technologies ventilation,
etc.
On-Site Supply Options
Use renewable energy PV, solar hot water, and wind
1 sources available within located on the building.
the building’s footprint
2

Use renewable energy PV, solar hot water, low-impact
sources available
hydro, and wind located on-site,
at the site
but not on the building.
Off-Site Supply Options

3

Biomass, woodpellets, ethanol,
Use renewable energy orbiodiesel that can be imported
sources available offsite from offsite, or was test reams
to generate energy from on-site processes that can
on site
be used on-site to generate
electricity and heat.

4

Purchase off-site
renewable energy
sources

Utility-based wind, PV, emissions
credits, or other “green”
purchasing options. Hydroelectric
is sometimes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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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제로에너지건축물 기술

제로에너지건축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와 공급되는 에너지의 연간 균
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절약과 재생에너지생산의 두 요소가 결합
되어야 한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에너지 흐름은 그림 2와 같다(U.S. DOE, 2015).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는 냉온열, 전력의 형태로 소비되고 에너지는
내부 혹은 외부에서 재생에너지 혹은 전통적인 화석연료 등을 이용하여
공급된다. 연간 제로에너지의 달성은 외부에서 유입되는 에너지공급량만
큼 내부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가 외부로 유출되면서 성립하게 된다
(Kapsalaki, et al., 2012).
재생에너지의 낮은 에너지밀도를 감안할 때 제로에너지건축물을 달성
하기 위해서는 우선 건물의 에너지소비가 최소화되어야 한다. 또한 소비
에너지형태에 따라 적절한 재생에너지가 공급되고 효율적으로 건물에너
지소비가 관리되어야 한다(Polly et al., 2016, 표 7).
이 절에서는 제로에너지건축물을 위한 에너지절약기술에 대해 살펴보
고 건물 냉난방에너지 절약을 위한 기술개념, 투광형 BIPV 창호의 냉난
방에너지 절약에 영향을 미치는 창호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2.2.1 건물 에너지기술

건물에서 에너지의 사용처는 냉/난방, 급탕, 조명, 전기장치(사무기기,
가전제품), 전동기, 팬 등으로 구분된다. 2016년 에너지총조사 결과 우리
나라의 상업, 공공건물의 용도별 소비구성을 살펴보면 난방/온수용이
30.0%, 냉방용 24.4%, 조명용 13.1%, 동력용 8.1%, 기타 24.4%로 나타났
다(에너지경제연구원, 2017).
각각의 용도별 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다
(Soares et al., 2017). 건물에너지소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냉난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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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건물외피의 설계제원, 온도/습도/일사량/풍속과 같은 기후조건, 조
명/전기기기/재실인원과 같은 실내부하조건, 운전시간/냉난방온도 등의
운전조건이 주요한 요인이며 이러한 요인에 대응하여 단열, 기밀, 일사조
절을 위한 패시브기술로 고성능 단열재, 기밀재료, 차양 및 차폐유리 등
이 적용되고 있으며 액티브기술로 열펌프, 전열교환기와 같은 고효율설
비가 적용된다(Efficiency Vermont, 2015, 그림 3).
이렇게 다양한 기술의 통합적 적용을 위한 방법론으로 건물의 설계에
서 건물형태와 방향, 자재/설비의 선정을 통해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태
양에너지를 우선 활용하며 효율적인 운전관리가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Polly, 2016, 표 7).

[그림 2] 제로에너지 평가를 위한 에너지전달(U.S. DOE,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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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상업용건물의 에너지제로 구성 (Efficiency
Vermont,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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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제로에너지건축물 설계개념과 적용기술 (Polly et al., 2016)
Orientation: Maximize natural daylighting, passive solar design
Enclosure: Employ efficiencies currently being implemented in
Zero Energy Building industry (e.g., DOE Zero Energy Ready
Program6; 50% Advanced Energy Design Guides7)
Miscellaneous Electric Loads: Carefully select best-in-class
Maximize products; develop robust control strategies; verify with ongoing
Building monitoring to minimize miscellaneous electric loads (see Lobato
Efficiency et al. 2011)
Lighting: 100% LED, controls for occupancy and daylighting
variability
HVAC: Employ district-connected systems that maximize
thermal energy recovery opportunities from low-grade heat
sources across the district (e.g., ambient temperature district
loops with building-scale heat pumps)
Arrange buildings in districts to prevent building-to- building
shading (e.g., shorter buildings oriented south, ideally)
Orient buildings and roof slopes for maximum solar access
Maximize
Solar Minimize other buildings systems that require roof space (e.g.,
Potential target 75% plus solar thermal/PV coverage of total roof area)
Reserve all parking lots and garages to be shaded parking with
PV
Improve potential for off-grid resiliency, maximize rooftop solar
access
Maximize Evaluate potential for renewable thermal energy systems and
Renewable waste heat recovery (e.g., ground-source district heat pump
Thermal systems, industrial waste heat recovery, and wastewater heat
Energy recovery)
controls for building and district system energy
Maximize Establish
to accommodate the variable renewable energy
Load demands
(e.g., PV and wind) and support the district’s
Control supplies
interaction with the electric gr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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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건물의 냉난방에너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무용건물의 주요 에너지 소비분야는 건물
의 냉난방이다. 실내거주자의 쾌적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물내부는 일정
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야 한다(Anderson & Riordan, 1980).
내외부의 열획득 혹은 열손실에 대응하여 설정된 냉난방온도를 유지하
는데 필요한 열을 공급하거나 제거하기 위해 냉난방설비를 가동하게 된
다 (Wittchen et al., 2000; 그림 4).
이러한 열평형을 나타낸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이경회, 2010).
   ±  ±  ± –  

(1)

여기서 Qi = 내부열획득(인체, 조명, 사무기기 등)
Qs = 일사열획득(창을 통한 일사열유입)
Qc = 전도열획득(외벽, 지붕, 바닥, 창 등)
Qv = 환기열획득(환기, 침기를 통한 외기유입)
Qm = 냉난방열공급(냉난방설비)
Qe = 증발열획득(습도 변화)
먼저 외피를 통한 열획득이나 열손실은 내·외부의 유체 상태와 벽면의
특성에 따라 전도, 복사, 대류가 다양하게 일어나지만 이러한 열획득(열
손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열관류율 (coefficient of overall heat
transmission: U-value)을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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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건물 열평형의 구성요소 (Wittchen et al,, 2000)

[그림 5] 벽체 열이동(건축용어사전, 2011)
정상 상태에서 고체벽을 양쪽에 위치한 두 유체 사이에 단위면적당 이
동열량 Q는 두 유체의 온도차(t2-t1)에 비례하며 Q=K(t2-t1) W/m²·k로
표시한다 (공조설비용어사전, 2011). 이때 비례정수 K[W/m²·k]를 열관류
율 또는 열통과율이라고 한다 (Moran & Shapiro,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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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건물 외부는 단일 자재가 아니라 여러 종류의 자재가 복합
구성되므로 열관류율을 파악하기 위해 각 자재의 열저항을 구하여 계산
하거나 실험을 통해 측정한다. 열관류율은 외벽, 지붕, 바닥, 창호의 단열
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되며 열관류율이 낮을수록 열획득이나 열손실
이 줄어들어 외부 기온의 영향을 적게 받게 된다.
따라서 에너지 절약을 위해 열관류율이 낮은 외피자재가 개발되고 있
는데 대표적인 자재인 단열재의 경우 공기층을 가진 발포단열재를 원하
는 열관류율을 확보할 수 있도록 두께를 조절하여 설계하거나 단열성능
이 높은 진공단열재, 에어로겔, 가스주입단열재 등이 개발되어 적용되고
있다 (Jelle., 2011). 하지만 단열재의 경우 열관류율이 일정한 수준 이하
로 낮아지면 에너지절약 기여도가 낮아진다(Cabeza et al., 2010).
단열재와 함께 외피를 통한 열획득(열손실)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창호이다. 외벽의 경우 고성능 단열재를 적용하여 열관류율을 낮추고 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지만 창호는 단열재를 적용하기 어렵고 유리의 열
전도도가 높기 때문에 창호를 통한 열획득(열손실)이 크게 나타난다. 현
재 우리나라의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의하면 외벽의 열관류율은
서울을 포함하는 중부2지역의 경우 0.24 W/m2·K인데 창의 열관류율은
1.5 W/m2·K로 외벽에 비해 6.3배 높은 열관류율을 갖는다.
또한 창호를 통해 일사 유입에 의한 열획득이 발생한다. 일사 열획득
은 난방부하를 줄이고 냉방부하를 늘리는 상반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건
물의 냉난방부하에 따라 일사유입을 조절하기 위해 차양, 특수유리 기술
이 개발되어 적용되고 있다(U.S. DOE, 2014).
이처럼 유리창호는 건물의 냉난방에너지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유리창
호의 열광학적 특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Carmody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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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의 광학적 작용은 투과, 반사, 흡수의 3 가지로 구분된다. 유리는
일사를 대부분 투과시키는 성질을 가지지만 일부 파장은 반사하거나 흡
수한다(Naylor & Kevin, 1995). 이러한 반사와 흡수율에 따라 일사열 유
입량이 달라지므로 이를 일사열취득계수(Solar Heat Gain Coefficient:
SHGC)로 나타낸다. SHGC는 일사량이 투과된 양과 유리에 흡수된 후
실내로 유입되는 열량을 합한 것으로 다음 식과 같이 나타난다.
(2)

    

여기서 T = 일사 투과량
A = 일사 흡수량
N = 흡수된 일사량이 내부로 유입되는 비율을 의미한다.
이처럼 유리창호는 냉난방에너지소비 측면에서 전도열획득과 일사열획
득의 주요 요인이며 건축자재로서 U-Value와 SHGC가 중요하게 취급된
다. 또한 조명을 위한 주광유입을 고려하여 가시광선투과율 (Visible
Light Transmittance: Tvis)도 중요한 물성으로 검토된다.
유리창호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U-Value를 높이고 SHGC를 조절
하기 위한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U-Value를 높이기 위해
공기층을 가진 다층창호를 구성하거나 Low-e 코팅을 통해 유리의
U-value를 높이는 기법이 적용된다. SHGC를 조절하기 위해 적외선을
반사하는 Low-e 코팅을 실시하거나 열선흡수유리 (heat-absorbing
glass)를 적용하여 적외선을 흡수한다 (Menzies & Wherrett, 2005).
건물의 설계 측면에서 전체 외피에서 유리창호의 비율이 중요하게 다
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창면적비 (Window to Wall ratio: WWR)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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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다. 장월상 외(2014)는 커튼월방식 건축물에서 창면적비와 창유리 성
능에 따른 에너지소비를 EnergyPlu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는데
싱글로이유리와 더블로이유리, 트리플로이유리를 비교한 결과 냉방에너
지는 각각 3.4%, 6.1%가 감소하였고 난방에너지는 각각 0.6%, 0.8%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창면적비가 낮을수록 냉난방에너지소
비량이 줄어들지만 창호의 성능을 개선하면 창면적비가 높아도 성능이
낮은 창호와 유사한 냉난방에너지소비량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다음으로 환기나 침기에 의한 부하는 외부공기가 직접 유입됨에 따라
특히 겨울철의 열손실에 큰 영향을 미친다(ASHRAE, 2009). 침기는 건
물의 외벽, 창호, 출입문의 틈새를 통해 외부공기가 유입되는 것을 의미
하며 여러 가지 기준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시간당 침기량 (Air Change
per Hour: ACH)로 표현된다. ACH는 시간당 외부공기의 유입량을 실내
부피로 나눈 것이다. 침기는 틈새를 통해 발생되지만 이밖에도 통행을
위한 출입문개폐나 환기를 위한 창문의 개폐로 발생되며 이를 출입침기
량으로 표현한다. 출입침기량의 경우 외부공기의 유입량이 크기 때문에
냉난방부하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환기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열교환기와 같은 열회수장치를 활용하거나 침기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외피의 기밀을 향상시키고 출입문, 환기창의 개폐시 침기량을 줄
이기 위한 기술이 제안되고 있다(Emmerich et al., 2005).
각각의 요인에 따른 열획득(열손실)의 영향을 분석하고 에너지소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통합설계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Lindberg et
al., 2016).
국내기후환경에서 건물의 기술요소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사례를 살
펴보면 양자강(2016)은 건물에너지해석 프로그램인 eQuest를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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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너지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벽체의 열관류율, 창호종류, 창면적
비, 기밀성, 열교환기 및 공조설비 성능에 따른 사무용건물의 에너지절감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에 따르면 열관류율이 0.38 W/m²·k인 기본모델과
비교할 때 패시브하우스 기준인 0.15 W/m²·k인 외벽자재를 적용하면 난
방에너지는 6.6% 절감되지만 냉방에너지 절감률은 1% 미만으로 효과가
낮게 나타났다. 창호는 일반유리 복층창호와 Low-e 복층창호, Low-e
삼중창호를 비교하였는데 연간 에너지절감률은 각각 18.0%, 21.3%로 나
타났다. 냉방에너지의 경우 SHGC가 가장 낮은 Double Tint Low-e유리
를 적용할 때 30.4%로 가장 좋은 결과를 나타냈으며 난방에너지의 경우
U-Value가 가장 낮은 Triple Low-e유리를 적용했을 때 11.4%가 절감되
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SHGC는 주로 냉방부하에 영향을
미치고 U-value는 난방부하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창호의 기밀성도 난방에너지소비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침기율이 0.5
ACH에서 0.3 ACH로 감소하는 경우 난방에너지소비량이 31.8%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냉방에너지는 4.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기밀성이 증가될 경우 냉방에너지가 증가하는 이유는 침기율이 낮아
지면 야간의 건물냉각효과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냉난방설비는 공기열원 열펌프, 지열원 열펌프와 같은 고효
율 냉난방설비의 개발 및 적용, 전열교환기의 성능에 대한 검토가 이루
어졌다(Deng et al., 2014). 최종 에너지소비는 냉난방설비의 효율에 따라
달라지므로 건물에너지에서 설비의 효율에 따른 변화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접적인 외기유입으로 인한 냉난방부하를 줄이기 위한
전열교환기와 야간냉각운전의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Heo(2011)은 건물의 에너지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에너지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하였다(표 8). 그 결과 에너지분석에서 상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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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중요한 영향인자는 창호의 개폐, 난방온도, 침기, 내부 발열밀도, 유리
투과율, 열원기기 효율, 유리 SHGC 등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영향인자
는 설계조건과 운전조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운전조건이 설계조건
보다 건물에너지에 미치는 영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건물에너지 연구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Azar & Menassa
(2012)의 연구에 의하면 운전조건의 변화는 에너지 성능에 큰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거주자의 행동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 거주시간이 변하여 내
부의 전력소비가 증가하거나,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하는 경우 또 냉난
방온도를 변경하는 경우 동일한 건물설계조건에서도 에너지소비량이 크
게 변화하였다(Yousefi et al., 2017).
<표 8> 건물에너지소비 영향요소의 중요도 (Heo, 2011)
Rank
Model Parameter
1
Intercept c for windows open
2
Indoor temperature
3
Infiltration rate
4
Discharge coefficient
5
Appliance power density
6
Window U-value
7
Heating distribution loss factor
8
Lighting power density
9
Envelope heat capacity
10 Occupant metabolic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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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을 설계하거나 시
공한 사례가 국내외 다수 보고되고 있고 이에 대한 분석이 실시되었다
(김진호 외, 2018). 공공건물 특히 학교건물에 대하여 에너지효율 1++ 등
급을 인증받은 건물의 사례를 분석하였는데 주요 영향인자로 벽체종류,
창호종류, 창면적비, 외피면적비, 표면적비, 기밀성능, 축열성능, 폐열회수
환기장치, 차양, 열원시스템 효율 등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전체적인
교육시설의 인증사례를 살펴보면 중부지역의 경우 1+++등급은 총 389건
에서 1건이며 1++등급은 187건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부지역의 경우 342
건 중에서 1+++등급은 11건, 1++ 등급은 243건으로 나타났다. 남부지역
의 경우 중부지역에 비해 단열기준이 낮고 에너지소비량이 적기 때문에
에너지효율 등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요인 중에서 효율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자는 창면적비와 S/F비, 급탕요구량으로 나타났으
며 지붕의 열관류율, 창호의 SHGC, 기밀성능도 유의미한 인자로 나타났
다.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1++등급의 평균적인 성능수준은 남부지역의
중규모 시설(연면적 3,000–10,000m²)의 경우 창호의 SHGC는 0.463, 창
면적비는 29.1%, 기밀성능은 1.36 ACH로 나타났다. 창호에 대해 살펴보
면 창면적비와 SHGC가 낮은 경우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이 우수한 것
으로 나타났다.
건물의 에너지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다양하지만 조명, 전력기
기, 냉난방 설비의 효율을 제외하고 건물의 설계조건과 운전조건을 살펴
보면 창호의 면적과 SHGC, 기밀성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며 운전조
건의 경우 사용자의 창호개폐나 출입에 따른 외기유입, 내부발열, 냉난방
온도 등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건축설계조건과 설비시스템을 포함한 기존의 연구사례를 살
펴보면 패시브요소인 단열, 창호, 일사조절의 효과도 중요하지만 냉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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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공급하는 설비의 종류와 공급방식에 따른 절감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김철호 외, 2016).
실제건물의 설계변경을 통해 에너지효율 1+++등급으로 변경한 사례를
살펴보면 기존 설계에서 214 kWh/m2·년으로 1등급에 해당하는 건물을
패시브(외벽, 창호 등), 액티브(냉난방설비, 조명 등), 재생(지열, 태양광)
요소의 개선을 통해 1+++등급으로 에너지소비를 절감하였다(신지웅 외,
2015). 각각의 요소개선에 따른 효과를 살펴보면 패시브요소의 개선에
따른 1차 에너지 소요량은 1.3%가 절감되었고 액티브요소, 재생에너지는
각각 47.3 %, 15.2 %의 절감효과를 나타내었다.
이처럼 건물에너지소비 절감을 위해서는 건축설계 측면의 패시브요소
와 설비 설계 측면의 액티브요소, 재생에너지가 복합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남유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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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

제로에너지건축물의 구현을 위해 태양에너지 활용기술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패시브기술 측면에서 태양에너지의 조절은 냉난방부하
와 조명에너지에 큰 영향을 미치며 액티브기술로서 태양광/태양열설비는
재생에너지공급의 핵심기술로 적용된다(IEA, 2016).
이러한 측면에서 태양에너지의 대표적인 건물활용기술은 BIPV이며 건
물 외벽, 지붕, 창호 등의 건축외피자재를 대체하여 태양광발전모듈을 설
치하는 것으로 발전과 함께 일사차단을 통한 냉방부하절감 등의 패시브
기술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며 외피자재를 대체하여 투자비를 절감할 수
있다. 태양광모듈은 일사에너지를 전력으로 변환하기 위해 최대한의 일
사량을 흡수하도록 개발되었는데 실제로는 흡수한 일사에너지의 일부분
만 전력으로 변환되고 대부분은 열로 배출되므로 이를 열원으로 활용하
는 기술이 BIPV/T (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Thermal)로 개발
되어 보다 복합적인 기능을 구현하고 있다(Yang et al., 2016).
이러한 BIPV의 다양한 기술개발과 BIPV의 성능평가에 대한 기존 문
헌을 검토하였다.
2.3.1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 개요

BIPV은 건물에 태양전지 (Photovoltaic: PV)를 설치한 경우를 통칭하
기도 하지만 건물부착형태양광발전 (Building Attached PhotoVoltaics:
BAPV)과 비교하면 그 정의가 명확해진다(NREL, 1995).
BIPV는 태양광발전모듈이 건물의 외피로써 기능하는 것을 의미하며
건축물의 외피자재로서 성능과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반면 BAPV는
태양광발전모듈이 건물의 외피에 추가로 설치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
서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발전 모듈은 BIPV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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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고 BAPV라 할 수 있다. BIPV는 건물의 지붕, 벽면, 창호, 차양 등
대부분의 건물외피를 대체할 수 있도록 개발되고 있다(그림 6). 따라서
BIPV는 발전기능과 함께 건물의 외부 기후조건에 대한 기능, 외관디자
인의 차별화 성능이 요구된다(그림 7, Hagemann, 2007).
현재 BIPV에 적용되는 태양광발전 모듈은 그림 8과 같다. 이중에서
단결정 실리콘 (single or mono crystalline Silicon: sc-Si), 다결정 실리
콘 (multi crystalline Silicon: mc-Si) 태양전지는 가장 일반적으로 태양
광발전에 사용되는 모듈로 높은 효율과 긴 수명을 가지며 대량생산을 통
해 가격이 하락하여 태양전지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한다(Fraunhofer
ISE, 2018). 박막 태양전지는 사용되는 재료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누어지는데 공통적인 특성은 태양전지 재료의 두께가 얇아 증착, 코팅
등을 통해 다양한 재료에 부착될 수 있고 곡면 적용이 가능하며 가공여
부에 따라 투광성을 갖고 있어 창호로 활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하지
만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에 비해 발전효율이 낮고 대량생산이 지연되
어 단가가 높은 단점을 가진다(Shukla et al., 2017). 박막태양전지는 이
외에도 유기태양전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등이 지속적으로 새롭게
개발되고 있다(권성남 외, 2017, Tak et al., 2017). 현재 생산되는 박막태
양전지의 공급현황은 그림 9와 같다.
태양광발전시스템은 태양광발전모듈, 인버터, 전선 및 전기분전반, 지
지구조물 등으로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태양광발전모듈과 인버터를 제외
한 나머지 설비 및 자재는 태양광발전 부속설비 (Balance Of System:
BOS)으로 분류된다. 태양광발전시스템의 성능은 모듈의 발전효율과 성
능계수 (Performance Ratio: PR), 일사량에 의해 결정된다.
태양광발전모듈의 발전효율(η)은 대기온도 25℃, 일사량 1,000 W/m2의
표준조건(STC)에서 일사량이 수직으로 가해질 때 모듈의 발전량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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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3)

max

   ×
 × 

여기서,
η = PV conversion efficiency, [%]
Pmax = maximum or peak power, [W]
Etot = total incident irradiance, [W/m2]
A = device area, [m2]를 의미한다.
태양광발전모듈은 종류에 따라 다양한 발전효율을 나타내는데 가장 일
반적으로 사용되는 결정질 실리콘 셀의 경우 최대 27%의 발전효율을 나
타낸다(NREL, 2018). 하지만 실제 상용화된 실리콘 모듈의 발전효율은
대부분 20% 미만이며 특히 박막모듈의 경우 12%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
다(그림 10). 실제 태양광발전시스템의 발전효율은 여러 가지 손실요인
으로 인해 태양광모듈의 발전효율보다 낮게 나타난다. 태양광모듈이 설
치된 각도와 방향에 따라 가해지는 일사량에 차이가 있고 주변 지형지물
의 영향으로 그림자가 생겨 손실이 발생한다. 또한 발전된 전력이 전선
을 통해 인버터에서 직류에서 교류로 변환되고 변압기를 통해 전압이 변
화하면서도 손실이 발생된다(Lee et al., 2017). 따라서 이러한 손실을 모
두 감안하여 태양광발전시스템의 발전효율과 모듈의 발전효율의 비율을
PR로 표기한다. 일반적으로 음영이 없는 상태에서 정남향에 최적 경사
로 설치된 태양광발전시스템의 PR는 70-95%를 나타낸다(NREL, 2013).
이상으로 태양광발전의 일반적인 현황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BIPV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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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소개한다. BIPV의 특징을 감안하여 장단점을 분석하면 아래와 같
이 요약할 수 있다(Heinstein et al, 2013).
먼저 BIPV의 장점은 건물에 통합되어 기존의 외피자재를 대체하므로
초기투자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BAPV에 비해 건물의 외관을 개선할 수
있다. 또한 건물의 냉난방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기후조건
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만 냉방 위주의 지역에서는 일사차단을 통해 냉
방부하를 절감하는 효과를 나타낸다.
반면 BIPV는 건물의 형태와 방향, 주변여건에 따라 발전성능에 제약
을 받는 단점을 가진다. 태양광발전은 방향, 경사각에 따라 발전량에 차
이를 나타내는데 남향 경사지붕에 설치하는 경우와 비교하면 수직벽체에
설치하는 경우 발전량이 60%로 줄어든다(김동수 외, 2014). 또한 건물에
적합한 자재형태의 BIPV 전용 태양광 모듈개발이 미진하여 건물의 미관
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Azadian et al., 2013).
BIPV의 시장현황은 PVsites(2016)에서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현재
전체 태양광발전시장에서 BIPV가 차지하는 비중은 2% 내외로 낮게 나
타났다(그림 11). 하지만 실제 건물에 적합한 기와, 타일과 같은 건축자
재 형태의 BIPV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고 제로에너지건축물 보급에 따라
2022년에는 13%의 시장점유율을 보일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 BIPV의
주요 적용 형태는 지붕 대체용이며 유리창호, 벽체대체가 비슷한 시장규
모를 나타내고 있다. 향후 시장규모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적용형태 별 비중은 유사하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었다(그림 12).
일반적인 적용형태와 적용 PV모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Heinstein et
al., 2013, 그림 13–16). 지붕형 BIPV는 일반적으로 결정질 모듈을 이용
하는 사례가 일반적이나 최근에는 박막PV를 활용하여 타일이나 기와형
태로 가공한 제품이 소개되고 있다(Nikolic et al., 2014). 벽체형 BIPV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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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질 실리콘 모듈과 비정질 실리콘 (amorphous Silicon: a-Si), 염료감
응형 태양전지 (Dye Sensitized Solar Cell: DSSC) 등의 박막 PV를 유
리나 금속에 부착한 형태의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 창호형 BIPV의 경우
투광성을 확보하기 위해 결정질 PV 셀을 유리에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
한 제품이 일부 사용되고 있으나 투광성이 우수한 a-Si, DSSC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투광형 a-Si, DSSC 모듈을 이용한 적용사례가 다수
소개되고 있다(송종화 외, 2009; 이상문, 2017).
그러나 2010년 이후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모듈의 급격한 가격하락으로
인해 BIPV에 적합한 박막 태양전지는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유지하면
서 가격경쟁력이 낮아졌고 건축물의 외관에 통합될 수 있는 건자재 제품
이 부족하여 보급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BIPV의 자재개발
및 최적설계를 위한 연구개발이 계속되고 있으며 대량생산과 보급을 위
한 제품평가와 인증 및 정부지원제도의 마련이 요구되므로 한국에너지공
단에서 BIPV제품에 대한 표준화 및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있다(이상문,
2017). 하지만 BIPV에 대한 정부지원제도는 별도로 실시되고 있지 않으
며 향후 정부지원제도 수립을 위해 BIPV의 에너지성능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환경, 경제적 가치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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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BIPV 제품의 종류 (Shukla et al., 2017)

[그림 7] BIPV의 통합성능 구성 (Hagemann,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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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PV모듈의 종류에 따른 효율 (Montoro, 2008)

[그림 9] 박막 기술의 시장점유율 (Fraunhofer ISE,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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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다양한 태양광발전 셀의 효율변화 (NRE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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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태양광발전 및 BIPV 시장전망 (n-tech Research, 2015)

[그림 12] 유럽의 BIPV 시장전망(2015-2020; n-tech Research,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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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결정질 실리콘 지붕형 [그림 14] 투광형 BIPV
(Heinstein et al, 2013)
BIPV(Heinstein et al, 2013)

[그림 15] 염료감응형 BIPV 창호 [그림 16] 투광형 a-Si BIPV 창
호 (Heinstein et al, 2013)
(Heinstein et a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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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 성능평가

BIPV에 대한 연구는 요소기술 개발 및 최적 적용설계에 대한 연구와
에너지, 환경, 경제성에 대한 평가 연구로 진행되고 있다(Hammond et
al., 2012).
요소기술 및 최적설계에 대한 연구는 PV의 종류와 설치형태(지붕, 외
벽, 창호, 차양 등)에 따른 발전량과 건물에너지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Song et al.(2008)은 a-Si BIPV를 건물 창호로 설치하고 장기적인 발
전성능과 발전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경사각, 방향, 음영의 영향을 분석하
였다.
Hwang et al.(2012)은 BIPV의 설치각도, 방향, PV종류 등에 따른 발
전효율을 비교 분석하였다. Maturi(2015)는 건물외벽에 BIPV를 설치할
경우 모듈온도상승에 따른 발전효율 저하를 해결하기 위한 열배출기술을
개발하여 BIPV의 발전효율을 2.3% 향상시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상문 & 허정호(2016)는 국내 환경에서 결정질 실리콘, 비정질 실리
콘, 염료감응형 모듈을 설치각도 및 방위각에 따라 발전량을 비교하여
건물 적용 조건에 따라 적합한 모듈의 선정방안을 제시하였다.
투광형 BIPV를 설치하여 전력생산과 건물에너지절약 효과를 포함한
성능평가 연구도 다수 수행되었다.
홍콩에서 반투명 태양광발전 (semi-transparent photovoltaic: STPV)
를 적용하여 전체 에너지 성능을 EnergyPlus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하
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다른 창호와 비교를 통해 분석의 타당성을 입증하
였다(Zhang et al., 2016; Penget et al., 2016).
투광율이 다른 4종류의 a-Si PV의 광학적물성을 고려하여 발전, 냉난
방에너지/조명에너지 소비변화를 통합분석하는 Energy balance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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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I)를 통해 효과를 비교 분석하였다(Olivieri et al., 2014).
브라질의 다양한 기후조건에서 발전성능과 에너지절약성능을 분석하여
BIPV창호의 종합적인 에너지성능을 파악하였다(Didone et al., 2013).
또한 a-Si PV와 Dye Sensitized Solar Module(DSM)를 이탈리아의
지역별 창호기준에 따른 표준 창호(Reference glass: RG)와 비교하여 설
치방향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였다 (Cornaro et al., 2017).
중국 중부지역의 기후조건에서 투과율이 다른 a-Si PV를 실내깊이,
실내높이, 실내넓이, 창문높이, 창면적비의 건축설계조건 변화에 따라 효
과를 분석하였다 (Liao & Xu, 2015).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모두 STPV
의 종류, 기후조건, 건축설계조건이 변화하는 경우의 통합에너지 성능을
RG와 비교하여 분석하였는데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냉방지배적인 기후
및 설계조건에서 STPV의 적용은 냉난방에너지 절약효과를 나타낸다
(Aaditya et al. 2013).
다음으로 BIPV의 성능에 따른 환경, 경제적 평가에 대한 연구를 살펴
보면 외피대체에 따른 환경, 경제적 절감 효과와 발전, 건물에너지절약을
포함한 전체 에너지효과를 파악하여 이를 반영한 투입에너지와 비용분석
을 수행하였고, 최적화의 측면에서 PV종류와 설치형태, 기후조건 등에
따른 비교평가가 이루어졌다.
Wang et al.(2016)은 BIPV와 BAPV의 성능과 환경영향 및 경제성에
대한 평가연구를 수행하였는데 BIPV의 경우 외피대체에 따른 투자비용
의 절감으로 환경, 경제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Li et al.(2013)는 천창형 지붕에 설치된 BIPV시스템의 실증자료를 바
탕으로 BIPV의 EPBT, MPBP(Money Payback Period)를 계산하였다.
이에 따르면 EPBT, GPBT는 각각 9.3, 5.5년으로 나타났으나 경제성 측
면에서 MPBP는 57.7년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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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 & Yang(2010)은 지붕에 설치된 BIPV의 발전성능과 내재에너지
(Embodied energy)를 조사하여 최적의 경우 EPBT는 7.3년, GPBT는
5.2이며 설치방향에 따라 EPBT가 7.1-20년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하
였다.
건물에너지를 포함한 BIPV의 성능평가연구로 James et al.(2009)은 투
광형 PV atrium의 발전 및 건물에너지절감을 반영한 온실가스 회수기간
(Green House Gas Payback Time: GPBT)를 3.1년으로 분석하였다.
BIPV가 건물에너지에 미치는 영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연구로
Radhi et al.(2010)은 UAE의 2개 도시에 벽체형 BIPV를 설치하는 경우
를 분석하여 발전성능과 에너지절약성능이 1:3-1:4로 에너지절약성능이
더욱 중요한 기여도를 나타냄을 보고하였다. Ng et al.(2013)은 싱가포르
에 다양한 종류의 투광형 BIPV 창호를 설치하였을 때 발전량과 함께 냉
난방, 조명에너지 소비를 통합하여 분석하였는데 냉방위주의 기후조건에
서 환경, 경제적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Chae et al.,(2014)가 미국의 도시들을 대상으로 열대기후부터 한 대기
후까지 다양한 기후조건에서 발전성능 및 투광성이 다른 여러 종류의
a-Si BIPV가 건물에너지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탄소배출량을 분석하였
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기후조건에 따른 냉방부하와 난방부하에 따라
BIPV의 적용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냉방부하가 큰 마이애미의 경우
난방부하와 냉방부하가 모두 줄어들지만 한랭지인 Duluth의 경우 전체
냉난방부하도 증가하여 냉난방소비 측면에서 마이너스 효과가 나타났다.
다만 태양광발전 효과로 인해 탄소배출량은 모든 지역에서 감소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BIPV의 열광학적 물성에 따라 건물에너지의 영향
은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륙과 해양이 만나는 반도지역에 위치하며 온대기후인 우리나라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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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냉난방 요구량이 모두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Lee
et al., 2010).
우리나라에서 사무용건물에 적용된 BIPV창호의 발전성능, 에너지소비
를 조사하여 a-Si 투광형 BIPV창호가 일반 유리창호에 비해 연간 에너
지소비가 8.4%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윤종호, 2013).
이처럼 BIPV의 설치에 따른 에너지 편익은 발전성능과 함께 BIPV의
외피자재로서 건물에너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BIPV의 에너지성능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수행되었다. 하지만 연구
내용을 분류해보면 대부분의 경우 태양광 모듈의 종류, 적용지역의 기후
조건, 건물의 설계조건(WWR, 설치방위각, 설치경사각, 건물의 깊이와
넓이, 높이 등)에 대한 에너지성능의 변화를 분석하는 연구가 진행되었
는데 각각의 연구에서 운전조건에 대한 검토나 비교평가는 서로 다르게
나타나며 중요한 변수로 고려되지 않고 있다 (표 9).
투광형 BIPV의 건물에너지 절약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면 냉방지
배적인 조건에서 냉난방에너지 절약효과는 전력생산과 비교할만한 큰 것
으로 나타난다. 기존의 건물에너지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건물의 냉난방
에너지는 설계조건과 함께 재실자의 운전조건에 큰 영향을 받는다. 따라
서 운전조건이 달라지면 BIPV의 에너지절약성능도 달라질 가능성이 높
다. 따라서 투광형 BIPV의 에너지효과에서 건물에너지 절약효과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가정할 때, 기후나 건축설계조건과 함께 운전조건이
변화할 때 투광형 BIPV의 설치에 따른 건물에너지 절약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중요한 연구주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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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BIPV 에너지성능평가 선행연구 비교
연구자
BIPV 종류
분석 조건
브라질, 설치위치,
Didone(2013) 유기PV, a-Si
기후조건
Hwang(2011) 4 Type
한국, 건물방향, 경사각
싱가포르, 설치위치,
Ng(2014)
6 Type
창면적비
Radhi(2010)
c-Si
UAE, 설치위치, 기후조건,
Chae(2014) 3 type a-Si 미국, 건물방향, 기후조건
Zhang(2016)
a-Si
홍콩, 설치방향
Olivieri(2014) 5 type a-Si
스페인, 창면적비
type a-Si
이탈리아, 기후조건,
Cornaro(2017) 22 type
DSM
건물방향
실내깊이, 높이, 폭,
Liao(2015) 2 type a-Si 중국,창높이,
창면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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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조건
운전시간(9-18; 9h)
냉난방온도(18-24℃),
BEMS 설정값
운전시간 (9-18; 9h), 냉방
22℃, 0.2명/m2, 침기 0.1ACH
냉난방(20-24℃), 침기 0.8ACH
냉난방온도(21-24℃),
침기 0.26ACH
홍콩에너지절약기준, 침기 없음
냉난방온도(20-26℃)
운전시간(8-19; 11h),
냉난방온도(20-26℃), 침기없음
냉난방온도(20-25℃),
중국에너지설계기준

분석 방법
EnergyPlus
eQUEST
EnergyPlus
Energy10
EnergyPlus
EnergyPlus
EnergPl.us
EnergyPlus
EnergyPlus

2.4 환경-경제적 평가 기법

건물의 투입되는 자재와 인력, 장비 등이 대규모이며 장기적인 운영과
정에서 많은 에너지가 투입된다(Juan, et al., 2010). 따라서 건물의 전과
정동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환경영향과 에너지사용을 파악하
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Sharma et al., 2011). 또한 제로
에너지건축물을 위해 개발된 요소기술과 통합설계의 효과평가를 위해서
도 전과정을 고려한 환경, 경제적평가가 요구된다(Hacking, 2009).
환경, 경제적 분석을 위한 도구로는 LCA, LCCA가 활용된다.
Life cycle assessment(LCA)는 제품, 프로세스의 전과정동안 투입되는
재료물질, 제조, 사용, 폐기 및 재활용의 전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영
향을 분석하기 위한 과학적인 분석기법이다(Ciambrone, 1997).
LCA는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sation for Standards: ISO
)의 ISO 14040-14043로 표준화되어 있다.(ISO, 1997, 1998, 2000). 목적
및 범위정의(goal and scope definition), 전과정 목록분석(Life Cycle
Inventory analysis, LCI), 전과정 영향평가(Life Cycle Impact
Assessment,LCIA), 전과정 해석(Interpretation) 등 총 4단계로 진행된다
(Rebitzer et al., 2004, Sharma, 2011; 그림 17).
2.4.1 전과정평가 개요

ISO에 의해 규정된 LAC기법은 다음의 단계를 통해 구현된다(환경부,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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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전과정평가 수행단계 (Sharma, 2011)
(1) 목적 및 범위정의(Goal and Scope Definition)
연구의 목적에 따라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과 기능이 달라지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요구된다.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의 기능은 제품의
용도와 사용자의 관점에서 규정되며 기능단위를 설정하여 정량화가 가능
하다. 기능단위는 대상의 특성에 따라 면적, 무게, 용량 단위의 기준을
설정한다.
이러한 대상과 기능, 기능단위가 설정되면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데이터 품질요건을 규정한다. 즉, 데이터가 균등한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시간적 범위, 지역적 범위, 기술적 범위, 정확성과 대표성 등이
목적에 적합하도록 규정되어야 한다.
(2) 전과정 목록분석(Life Cycle Inventory analysis: LCI)
전과정평가의 두 번째 단계로 제품, 프로세스와 관련하여 투입되는 에
너지, 물질, 산출되는 제품과 부산물, 폐기물 등 모든 물질 및 에너지의
분류하고 정량화한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의 수집은 공개된 문헌과 실제 사업소의 조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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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활용하여 정확성과 객관성을 높여야 하며 수집된 데이터는 정의된 투
입, 산출물 공정단계에 따라 계산하여 목록분석을 완료한다.
(3) 전과정 영향평가(Life Cycle Impact Assessment: LCIA)
전과정 영향평가는 전과정 목록분석(LCI)를 통해 얻은 분석결과가 가
져오는 잠재적인 환경영향의 크기를 평가한다. 이 단계에서는 분석목록
을 분석하고자 하는 영향범주에 맞춰 재배정하고 이를 영향범주별로 정
리하여 정량화한다 (표 10). 정량화된 결과치는 실제 환경영향을 파악하
기 위해 지역, 시간, 인구 등의 인자에 의해 효과를 나누는 정규화 단계
와 상대적인 가중치를 결정하는 가중치 부여단계를 통해 평가된다(표
11). LCA를 통해 자원의 투입량, 에너지 소비량, 오염원 발생 등의
inventory가 정확히 파악되면 이를 통해 제품과 프로세스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
(4) 전과정 해석(Life Cycle Interpretation)
앞서 목록분석 및 영향평가를 통해 제품 및 프로세스의 환경영향을 규
명하고 이를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단계로 실행과정과 결과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민감성 분석을 통해 환경영향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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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주요 영향범주와 세부 영향범주(환경부, 2003)
보호대상
환경영향
∙ 자원고갈(에너지, 물질 등)
천연자원
∙ 물, 토양(습지 포함)
∙ 유독성 영향(작업환경 제외)
인간보건
∙ 비유독성 영향(작업환경 제외)
∙ 작업환경에서의 인간보건영향
∙ 지구온난화 ∙ 오존층파괴
∙ 산성화 ∙ 부영양화
생태계
∙ 광산화물형성 ∙ 생태독성
∙ 서식지 변경 ∙ 생물종 다양화
<표 11> 영향범주별 상응인자(환경부, 2003)
영향범주
상응인자
자원고갈
ADP(1/yr)
지구온난화
GWP(CO2-eq/g)
오존층파괴
ODP(CFC11-eq/g)
산성화
AP(SO1-eq/g)
부영양화
EP(PO4-eq/g)
광산화물형성
POCP(ethene-eq/g)
ECA(m3water/g), ECT(kg
. 생태독성
soil/g)
인간독성 HCA, HCW(kg body wt/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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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Lee et al.,1999
IPCC, 1995
UNEP, 1997
Lindfors et al.,
1994
Hauschild, 1998
Hauschild, 1998
Lindfors et al.,
1995
Lindfors et al.,
1995

2.4.2 건물의 환경-경제적 평가

건물분야의 에너지 및 물질 소비에 대한 환경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
하고 개선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고 있다.
Adalberth et al.(2001)는 1996년 스웨덴에서 건설된 4가구의 주거용건
물에 대해 시공, 운전, 개보수, 해체 및 폐기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
을 평가하였는데 전체 50년의 운영단계에서 에너지소비가 전체 에너지소
비의 70-90%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핀란드에 신축된 고층 사무용건물에 대하여 50년 동안의 수명주기에
대해 LCA를 수행한 결과 자재생산, 건설, 운영, 유지관리, 폐기 등의 5
단계 중에서 가장 환경영향이 큰 것은 조명과 냉난방을 위한 전력소비와
건축자재 생산단계인 것으로 나타났다(Junnila & Horvath, 2003).
건물에 새로운 기술대안을 적용하였을 때 환경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로
Arena & Rosa(2003)는 미국의 학교건물에 다양한 대안기술을 적용하여
GWP, EP, ARP(Acid Rain Potential), PSP(Photo-Smog Potential),
resource consumption, TP(Toxicity Potential)을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
하였으며 이를 통해 매년 절감되는 에너지소비량을 분석하였다.
Guggemos & Horvath(2005)는 강재와 콘크리트 골조 건물에 대해 분
석하였는데 콘크리트 골조 건물이 강재 골조건물보다 더 많은 에너지소
비와 오염원을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물의 해체단계에서 매
립과 재활용을 통한 효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 재활용이 경제적인 타당성
을 가지며 에너지와 환경측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Blengini,
2009).
미국의 다양한 기후지역에서 냉동창고의 지붕 단열성능 변화에 따른
에너지소비를 시뮬레이션하여 기후지역에 적합한 단열성능을 분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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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적, 경제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선택대안을 제시하였다(Richman et
al., 2009).
건물의 에너지소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소 중의 하나는 창호
이다. 창호는 주거용건물의 30-40%, 비주거용건물의 20-30%의 에너지
소비를 가져온다. 따라서 창호의 종류에 따른 투입에너지와 에너지절약
을 비교하여 LCA를 수행하는 연구가 국내외에서 다수 진행되었다.
국내의 경우 정근주(2006)가 도심의 고층 주거용 오피스텔에 서로 다
른 복합유리 창호를 적용할 경우의 LCA분석을 수행하였다. 유리종류,
복층창호의 공기층에 적용된 기체종류, Low-e필름의 적용, 다중 복층화
등 여러 가지 조합을 통해 15종의 복합유리를 적용하여 EnergyPlus 시
뮬레이션을 수행하였고 냉난방에너지를 비교분석하여 에너지소비 및 온
실가스량을 구하였으며 이를 적용된 창호모델의 내재에너지와 비교하여
환경영향을 분석하였다.
해외에서는 Menzies & Wherrett(2005)가 low-e코팅, 복층창호의 공기
층에 Ar 가스주입을 통해 성능이 개선된 다중창호를 창호 종류별로 내
재에너지를 분석하고 또한 이 다중창호를 건물에 적용하였을 때 EPBT
와 이로 인한 에너지절약, 재무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Hoellinger et al.(2017)은 프랑스 대학건물에 이중창호와 삼중창호를
설치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시뮬레이션을 통해 에너지소비량의 변화을 계
산하였다. 이 결과를 에너지투입과 에너지절감, 투자비 대비 절감비용으
로 비교하여 EROI(Energy Return on Investment)와 CROI(Cost Return
on Investment)를 구하여 분석하였다.
건물에너지에 대한 환경, 경제적 효과 분석에서 사용되는 평가지표는
여러 가지 종류가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지만 기존의 연구문헌에서 주로
활용되는 환경적 효과 분석을 위한 평가도구는 EPBT와 EROI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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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경우 균등화발전비용 (Levelized
Cost of Electricity: LCOE), GPBT (GHG Payback Time), CO2 PBT 등
도 사용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절에서 소개한다.
2.4.3 재생에너지의 환경-경제적 평가

친환경적인 에너지 생산기술로서 바이오매스, 지열, 풍력, 태양광, 태양
열 등의 재생에너지 발전기술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재생에너지의 환
경영향을 평가하고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도구로서 재생에너지
에 대한 LCA가 1970년대부터 시작되어 1990년대 이후에 활성화되었다
(Varun et al., 2009).
재생에너지에 대한 초기 LCA연구에서 다양한 환경영향에 대한 평가
가 실시되었으나 태양광발전의 경우 제조단계와 폐기단계를 제외하면 환
경위해성이 낮은 결과를 얻음에 따라 환경적 효과 분석은 화석연료대체,
온실가스저감 효과에 집중하여 진행되고 있다.
재생에너지에 대해 LCA 분석을 수행한 사례를 살펴보면 Tahara et
al.(1997)은 화석연료인 석탄, 석유, LNG를 이용한 전통적인 발전방식과
미래의 재생에너지 발전 플랜트의 CO2 payback time을 비교하여 분석하
였다. Kreith(1990)은 석탄 화력발전과 태양광발전, 태양열발전을 비교하
여 CO2배출량을 분석하였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초기 LCA 연구에서 주
요 평가지표는 CO2 배출계수였으나 점차 에너지투입 대비 생산량을 나
타내는 EPBT가 중요한 평가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Tripanagnostopoules et al.(2005)은 PV와 PVT(Photovoltaic Thermal)
시스템의 LCA를 통해 EPBT와 CO2 PBT를 평가지표로 활용하였다.
재생에너지의 환경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평가지표는 LCA의 일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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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에 맞게 다양한 환경영향을 대상으로 설정할 수 있으나 재생에너지
와 PV system의 LCA분석에서 주로 사용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은 몇가
지로 정리될 수 있다.
- EPBT는 재생에너지 설비의 생산과 설치, 운영 등 전과정에 걸쳐 투
입된 1차 에너지를 재생에너지 발전시스템의 연간 생산에너지를 통해 회
수하기 위한 소요기간을 의미한다. 태양광발전의 경우 전력을 생산하므
로 이를 1차 에너지로 환산하는 것은 해당지역의 발전시스템의 발전효율
과 1차 에너지환산계수에 의해 결정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공단에
서 각 에너지원의 1차 에너지환산계수를 제공하고 있다.
         
  
 –& 

(4)

여기서
Emat = Primary energy demand to produce materials comprising PV
system,
Emanuf = Primary energy demand to manufacture PV system,
Etrans = Primary energy demand to transport materials used during
the life cycle,
Einst = Primary energy demand to install the system
EEOL = Primary energy demand for end-of-life management
Eagen = Annual electricity generation
EO&M = Annual primary energy demand for operation and
mainte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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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 = Grid efficiency, the average primary energy to electricity
conversion efficiency at the demand side를 의미한다.
- EROI(Energy Return on Investment=Energy Return on Energy
Investment ; EROEI)는 에너지설비의 제조와 시공단계에서 투입된 에너
지와 전과정동안 생산한 에너지의 비율을 나타낸다(Lloyd and Forest,
2010).
· –& 
    
         

(5)

로 나타난다.

- CO2 PBT는 생산, 건설단계에서 발생되는 CO2와 에너지생산단계에
서 발생되는 CO2를 기존의 석탄 화석발전과 비교하여 CO2 절감량을 분
석하는 것으로 다음 식으로 나타난다.
 − 
  
 − 

(6)

여기서
C = CO2 emissions from material production and its construction
(g-CO2)
O = CO2 emissions from generating (operating) plant (g-CO2/year)
E = electricity generated annually (kWh/year)를 의미한다(Varun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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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PBT(Green House Gas Payback Time)은 태양광발전시스템의 온
실가스배출 저감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태양광발전시스템을 모듈
과 BOS로 나누어 전체 태양광시스템의 전과정동안 발생한 온실가스를
연간 태양광발전을 통해 절감된 온실가스로 나누어 온실가스 회수기간을
평가한다. 유사한 용어로 CPBT(Carbon Payback Time)가 사용되기도
한다.
  
  


(7)

여기서
GHGS = the embodied GHG of system (PV modules), kg CO2eq,
GHGBOS = embodied GHG of BOS, kg CO2eq,
GHGoutput = annual GHG produced by the local power plant for the
power generated by the PV system, kg CO2eq를 나타낸다.
GPBT는 기존의 지역 발전시스템에서 발생하는 GHGoutput이 중요한 입
력변수가 되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적용이 요구된다.
- Energy intensity는 전력생산시스템의 생산, 건설, 유지관리를 위해
투입된 에너지를 전과정동안 생산된 에너지로 나눈 것으로 아래식과 같
이 나타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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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여기서
P = a plant of power rating, λ = load factor,
E = the energy requirement for construction, operation and
decommissioning,
T = life time of power plant를 의미한다(Varun et al., 2009).
- NER(net energy ratio)는 Energy intensity와 유사한 개념으로 투입
에너지 대비 생산에너지의 비율로 나타난다.(Pacca et al., 2007)
(9)


  


여기서
LCEout = the life cycle energy output,
LCEin = life cycle primary energy input을 의미한다.
이처럼 다양한 평가지표는 존재하지만 기존의 여러 연구결과를 종합적
으로 살펴볼 때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EPBT와 전과정 단위 kWh당
CO2 배출(g-CO2/kWh)인 것으로 나타났다(Gerbinet et al., 2014).
다음으로 경제성 평가를 위한 기법으로 LCCA(Life Cycle Cost
Assessment)는 투자비용과 편익을 분석하여 경제적 타당성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방법이다.
각종 사업추진을 위한 의사결정, 정책적 지원 결정 등을 위해 LCCA는
필수적인 과정이며 적합한 의사결정을 위해 다양한 경제성 지표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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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경제성 지표는 순현재가치 (Net
Present Value: NPV), 투자수익율 (Return On Investment: ROI), 내부
수익율 (Internal Rate of Return: IRR), PBP 등이 있다(Short et al.,
1995). 또한 에너지분야에 적합한 지표로 LCOE (Levelized Cost of
Energy)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Brankera et al., 2011).
각각의 지표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 NPV(Net Present Value)는 전체 사업기간동안 현금의 유입과 유출
을 해당기간동안의 할인율을 감안하여 현가화하여 그 차이를 비교한 것
으로 미래의 지출과 수입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합산하므로써 실제 사
업을 통해 얻어지는 순현금을 파악하기 위한 경제성 지표이다. NPV의
일반적인 계산은 아래의 식과 같다.


 



 ··  −− −









 ·

 −

여기서
Ce = the cost of energy (€/kW),
CCAPEX = the capital expenditures in €,
COPEXt = the operating expenditures in year t in €,
Et = the production of energy in years t expressed in kWh,
r = the annual discount rate,
n = expresses the number of time periods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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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IRR(Internal Rate of Return)은 사업기간동안의 NPV가 Zero가 되
는 할인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투자에 따른 수익률을 표현하는 경제성 지
표이다.






··  −− −









 ·

(11)

 − ⇒   

- PBP(Payback Period)는 초기투자비를 수입을 통해 회수하는데 소요
되는 기간을 의미하는 경제성 지표로 할인율을 고려하여 현가화하거나
혹은 할인율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현가화하지 않은 투자회수기간을
지표로 활용한다.
(12)


    


여기서
A = the last year with a negative cumulative cash flow,
B = represents the absolute value of the cumulative cash flow at
the end of the year A,
C = the cash flow during the year after A를 의미한다.
- LCOE(Levelized Cost of Energy)는 에너지생산설비의 전과정동안
초기투자, 운전연료비, 유지관리비, 폐기비용 등 투입된 전체 비용을 생
산된 총에너지로 나눈 것으로 에너지의 실질적인 원가를 산정하는 지표
이다. LCOE를 통해 여러 에너지설비의 경제성을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 계산식은 아래와 같이 나타나는데 장기간의 사업일 경우 할인율(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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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적합한 할인율의 선정이 요구된다.


 





 ·

 −

  

·  −



(13)



여기서
CCAPEX = the capital expenditures
COPEXt = the operating expenditures in year t,
Et = the production of energy in years t expressed in kWh.이다
이상으로 환경적, 경제적 분석을 위한 평가지표와 이의 계산방법을 검
토하여 비교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투광형 BIPV와 다른 창호모델, 결정
질실리콘 태양광발전의 환경, 경제적 평가에 적합한 EPBT, PBP를 평가
지표로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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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태양광발전시스템의 환경-경제적 평가

태양광발전시스템의 LCA는 IEA에서 제안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분석
이 수행된다(IEA, 2011).
이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태양광발전시스템을 구성하는 태양전지모듈,
인버터, 설치구조체, 전선 등의 자재 등에 대하여 채굴부터 폐기까지 투
입되는 에너지를 분류한 Inventory database를 활용하여 누적에너지 요
구량 (Cumulative Energy Demand: CED)을 구하고 해당지역의 일사량
과 발전성능지수를 이용하여 발전량을 구한 후 이를 비교하여 에너지회
수기간(EPBT)을 평가지표로 평가한다(그림 18). 또 환경지표로 기후변
화 IMP (environmental impact mitigation potentials)가 활용되는데 이
는 기후변화에 대한 평가지표로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14)

–           & 

여기서,
CCmat = 태양광시스템 물질로 인한 기후변화 영향 (kg CO2-eq)
CCmanuf = 태양광시스템 제조로 인한 기후변화 영향 (kg CO2-eq)
CCtrans = 운송단계의 기후변화 영향 (kg CO2-eq)
CCinst = 설치단계의 기후변화 영향 (kg CO2-eq)
CCEOL = 폐기단계의 기후변화 영향 (kg CO2-eq)
CCagen = 전과정동안 생산된 총전력 (kWh)
CCO&M = 운영관리를 위한 기후변화 영향 (kg CO2-eq)
γG = 전력망의 기후변화 영향 (kg CO2-eq/k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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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IEA의 태양광발전시스템 LCA 프로세스 개요
기존의 연구는 모듈, 인버터, BOS 등 전체시스템을 구성하는 제품, 자
재의 생산과 시스템설치, 운영, 폐기 단계의 내재에너지를 분석하고 이를
일사량, 발전효율, 설치방향과 각도 등의 설치조건을 감안한 태양광발전
량과 비교하여 EPBT와 CO2 emissions를 계산하였다.
따라서 필수적인 입력자료로 활용되는 것이 태양광발전시스템의 내재
에너지와 발전량에 대한 정보이다. 발전량에 대한 정보는 실증을 통한
데이터 획득, 제원에 따른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얻을 수 있으나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내재에너지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유럽, 일
본, 미국 등이 정부지원을 통해 태양광발전시스템의 내재에너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이 결과는 Ecoinvent 2.2 등의 데이터베이스에 포
함되어 공유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문헌과 Ecoinvent 2.2
를 통해 a-Si 태양광발전,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발전 시스템에 대한 내
재에너지 데이터를 확보하고 분석에 활용하였다. 내재에너지분석에 대한
문헌검토 결과는 다음절에서 소개한다.
이러한 태양광발전 모듈의 내재에너지결과를 바탕으로 LCA를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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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비교하는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다.
Ito et al.(2010)은 mc-Si, pc-Si, a-Si/sc-Si, a-Si/μc-Si, CdTe, CIS
의 6가지 태양광발전 모듈을 이용하여 고비사막에 100MW급 대규모 태
양광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LCA를 실시하였다. 또한 Ito et
al.(2011)은 다양한 모듈을 적용하여 일본의 야마나시지역에 2MW의 대
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을 건립하고 10 kW단위의 어레이를 구성하였을 때
의 투입제품과 시공과정의 내재에너지를 분석한 후 실제 발전성능을 수
집하여 EPBT와 CO2 emission rate를 평가하였다.
적용된 모듈과 인버터, 기타 자재의 LCA 데이터는 일본에서 실시한
각종 태양광발전모듈의 LCA분석의 inventory를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계
산하였다(표 12). 이를 근거로 각 모듈별 태양광발전시스템의 생산과 설
치에 따른 전체 내재에너지와 발전량을 비교하여 EPBT를 구하였다(그
림 19). 발전시스템의 투입에너지를 비교하면 단결정 실리콘 모듈, 다결
정 실리콘 모듈, a-Si의 경우 각각 38-48 GJ/kW, 27-31GJ/kW,
26-32GJ/kW로 나타났다. 표 12에서 결정질 실리콘 모듈과 비교하여
a-Si 모듈의 내재에너지가 낮지만 전체 발전시스템에서는 a-Si 발전시스
템의 투입에너지가 결정질 실리콘 발전시스템과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이
는 발전효율의 차이로 BOS의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표 13에서 결정질
모듈의 경우 발전효율이 13–14%로 나타나지만 a-Si 모듈의 경우 5–
8%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다. 발전효율이 낮을수록 발전용량 대비 면적
이 커지며 a-Si 모듈은 결정질 실리콘 모듈과 비교하여 동일한 발전용량
일 경우 더 많은 설치면적과 지지구조물, 전선이 필요하다. 태양광발전시
스템의 내재에너지에 모듈이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sc-Si, mc-Si,
a-Si가 각각 76-79%, 71-74%, 60% 내외로 나타나 a-Si 모듈에서 BOS
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a-Si의 경우 모듈의 내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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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는 결정질 실리콘 모듈보다 낮지만 전체 시스템의 투입에너지는 크
게 낮아지지 않으며 발전량을 감안한 EPBT는 각각 3.0-3.8년, 2.2-2.6년,
2.4-2.8년을 나타났다.
Kim et al.(2014)은 우리나라의 단결정, 다결정 실리콘 태양광시스템의
EPBT를 분석하였는데 결정질 실리콘 모듈의 발전효율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며 최적의 발전효율에서 각각의 EPBT는 3.11년, 2.97년으로 나타
났다.
Kim et al.(2012)은 박막 태양광발전에 대한 LCA 연구결과를 종합하
여 CO2‐equivalent emissions 지표에 대해 분석결과를 비교하였다. 여
러 연구에서 얻은 결과는 표 13과 같이 큰 폭의 차이를 나타낸다. 각각
의 연구에서 모듈의 발전효율, 일사량, 설치방식(지붕, 토지), 전과정, 성
능계수(performance ratio: PR)의 조건 설정이 달라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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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태양광발전의 LCA 데이터 (Ito, 2011)
Module
Module
Energy
Type
efficiency requirement
sc-Si
14.3% 3986 MJ/m²
a-Si/sc-Si
16.6% 3679 MJ/m²
mc-Si
13.9% 2737 MJ/m²
a-Si
—
1202 MJ/m²
a-Si/µc-Si
8.6% 1210 MJ/m²
CIS
10.1% 1105 MJ/m²
10 kW inverter
0.57 GJ/kW
Cable, conduit
1.78 GJ/kW
Structure
22.5 GJ/ton
(galvanized steel)

CO2 emissions
193.5 kg-CO2/m²
178.0 kg-CO2/m²
135.2 kg-CO2/m²
54.3 kg-CO2/m²
67.8 kg-CO2/m²
67.5 kg-CO2/m²
43 kg-CO2/kW
1.03 t-CO2/kW
1.91 t-CO2/ton

[그림 19] 모듈종류별 태양광발전시스템의 EPBT(Ito,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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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러한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변수를 표준화하여 일정
한 값으로 환산하여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EPBT에 대해서도 이러한
표준화 연구가 진행되었다 (Bhandari et al., 2015). Fraunhofer
ISE(2018)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태양광발전시스템의 EPBT는 지속
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그림 21). 태양전지에서 결정질 실리콘의 사용량
이 줄어들고 기술개발을 통해 태양전지의 단위면적당 효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태양전지의 종류별 비교에 따르면 단결정 실리콘이 가장
높고 대체로 박막의 두께가 얇아 물질사용량이 적은 박막태양전지의
EPBT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2). 태양광발전시스템의 EPBT는
지속적인 기술개발에 따라 2020년 이후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2년 이하로 낮아질 것으로 분석되었다 (Wong et al., 2016,
Gorig et al., 2016).

[그림 20] 박막 PV 탄소배출량 비교 (Kim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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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a-Si 태양광발전의 전과정평가 사례(Kim et al.,, 2012) Note:
PR = performance ratio; G = ground‐mount; R = rooftop.
g-CO2 Irradiation Module PR Lifetime Type
eq/kWh (kWh/m²/yr) efficiency(%)
(years)
1,200
8
0.72 20
G
Yamada et al 226
125
1,200
13
0.72 20
G
(1995)
101
1,200
16
0.72 20
G
Uchiyama 29
N/A
12.6 (cell) N/A 30
R
(1996)
Uchiyama 29
N/A
12.6 (cell) N/A 30
R
(1996)
Uchiyama 29
12.6 (cell) N/A N/A R
N/A
(1997)
8.6 (system)
Martin
38
N/A
N/A
N/A 30
G
(1997)
1,427
8
0.81 20
R
Kato et al 6248
1,427
10
0.81 20
R
(1998)
33
1,427
12
0.81 20
R
1,430
8
0.81 20
R
Kato et al 5844
1,430
10
0.81 20
R
(2001)
30
1,430
12
0.81 20
R
Meier(2002) 39
1,840
5.7
0.74 30
R
43.4
1,740
6
0.875 20
R
2,000
6
0.86 20
R
Frankl et al. 38.6
62.3
1,200
6
0.885 20
R
(2004)
36.9
1,740
6
0.9 20
R
29
1,740
6
0.875 20
R
Hondo(2005) 10.9
1,740
6
0.875 20
R
Pacca(2006) 26
N/A
8.6
N/A 30 N/A
Pacca(2007) 34.3
1,359
6.3
0.95 20
R
SENSE(2008) 34.3
1,359
6.3
0.95 20
R
Ito(2008)
31
1,700
5.5
0.912 20
G
2,017
6.9
0.771 30
G
Dominguez‐ 57
Ramos, (2010) 27
1,825
7
0.78 30
G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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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다결정 실리콘 태양광발전의 EPBT 변화(Fraunhofer ISE,
2018)

[그림 22] 태양전지 종류에 따른 EPBT (Fraunhofer ISE,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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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BIPV의 특성을 감안한 환경적, 경제적 효과분석 연구문헌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건물의 외피를 대체하는 BIPV의 특성을 감안하여
BIPV의 환경적, 경제적 효과 분석은 일반 태양광발전시스템과는 구분된
다.
우선 내재에너지의 계산에서 태양광발전 시스템에 포함된 구조체,
BOS, 설치공정이 기존의 건축자재 및 건축공정과 중복되므로 내재에너
지와 비용계산에서 제거되어 추가에너지투입의 개념이 적용된다. 또한
에너지 생산의 측면에서 발전과 함께 건물의 조명, 냉난방에너지소비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를 포함한 종합적인 에너지 성능을 분석해야 한
다.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Keoleian & Lewis(2003)는 미국의 15개 도시
에 2kWp의 a-Si 모듈을 지붕 대체용으로 적용하는 경우에 대해 에너지,
환경, 경제성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을 적용하였다(그림 23).

[그림 23] BIPV 전과정 설계 모델 구조 (Keoleian & Lewis,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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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 방법론에서 BIPV와 빌딩자재의 LCI를 이용해 기존 자재를
대체해 BIPV에 실제 투입된 인벤토리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경,
경제적 평가를 통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평가모델을 제안하였다.
또한 이 방법론을 이용하여 6% 발전효율의 a-Si모듈에 대해 수명기간
은 20년으로 분석한 결과 3.6-5.9년의 EPBT를 나타내었다. 각 지역별로
EPBT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각 지역의 일사량에 따라 발전량이 다
르고 각 지역의 전력생산 연료 mix에 따라 전력의 1차 에너지 환산계수
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Hammond(2012)는 영국의 건물에 적용된 BIPV 시스템에 대해 에너지
성능, 환경적, 경제적 평가를 실시하였다. 에너지 성능에 대해서는 발전
량을 고려하였고 태양광발전 시스템의 내재에너지를 분석하여 EPBT를
분석하였는데 BIPV와 일반 태양광발전을 비교하여 내재에너지를 계산하
면서 외피대체의 효과를 반영하였고 생산된 전력은 1차 에너지 환산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EPBT를 파악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2.1 kWp의
단결정 실리콘 모듈을 적용한 경우 EPBT는 4.5년, 25년의 수명기간에서
EROEI (Energy Return on Energy Invest = EROI)는 4.6배로 나타났다.
L. Lu(2010)은 냉방위주의 기후조건을 가진 홍콩에서 지붕대체형
BIPV를 설치한 사례를 분석하였는데 22.5°의 경사각과 남향을 가진 22
kWp의 mc-Si 모듈을 설치하여 전체 시스템의 내재에너지를 분석하고
발전량에 따른 EPBT와 GPBT(Green house-gas payback time)를 평가
하였다.
발전량에 대해 다양한 경사각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홍콩의 경우 30°
각도에서 최대 발전량이 발생하며 수직인 경우에는 30° 각도에 비해 발
전량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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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방위각에 따른 22 kW 태양광시스템의 발전출력(L. Lu,
2010)
Solar
Annual
Orientations and
radiation
output
inclined angle
(kWh)
(kWh)
0° (horizontal)
208,947
21,039
22.5°(case study) 266,174
28,154
Facing south
30°(optimal angle) 275,989
29,194
90° (vertical)
146,796
15,528
Facing east
90° (vertical)
103,633
10,961
Facing west
90° (vertical)
97,160
10,277
BIPV로 건물에 설치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각도와 방향을 변경할 경우
발전량에 큰 차이가 발생하여 EPBT는 남향 30°에서 가장 낮은 7.1년을
나타내고 남향 수직면에서 13.3년, 서측 수직면에서는 20.0년으로 증가하
였다.
BIPV의 경우 설치각도와 방향이 건물의 설계에 종속되므로 최적의 조
건에서 설치되는 태양광발전시스템에 비해 불리하며 이에 따라 EPBT가
늘어남을 알 수 있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BIPV의 기존 자재 대체 효과
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한계가 있다.
Oliver & Jackson(2001)은 벽체형 BIPV로 다결정 실리콘 (poly
crystalline Silicon: pc-Si = mc-Si) 모듈을 적용했을 때 EPBT와 경제
성을 분석하였는데 기존의 벽체에 투입되는 에너지를 제거하고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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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재에너지를 계산하여 EPBT와 경제성을 분석하였다. 기존 벽체의 투
입에너지를 제거하지 않을 경우 EPBT와 EROEI는 5.5년, 4.5배로 나타
났으며 기존벽체의 투입에너지를 제거한 경우에는 EPBT와 EROEI는
4.8년, 5.2배로 나타났으며 일반 태양광발전시스템의 EPBT와 EROEI는
7.9년, 3.2배로 나타나 BIPV의 적용이 환경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평가되
었다.
Perez(2011)은 뉴욕에 설치된 11.3kWp의 mc-Si모듈을 적용한 벽체형
BIPV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는데 전체 BIPV시스템의 내재에너지를 반
영하면 EPBT는 3.8년으로 나타나지만 기존 벽돌벽체의 내재에너지를
제외하여 계산한 결과 EPBT는 0.8년으로 낮게 나타났다.
BIPV는 태양광발전과 함께 건물의 조명, 냉난방에너지에도 영향을 미
치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수행되었는데 전체 건물에 미치는 에
너지변화를 감안한 LCA분석이 수행되었다.
Khai Ng(2014)는 a-Si, μc-Si 모듈을 이용한 6종류의 반투과형 BIPV
창호 모델에 대해 발전 및 건물의 조명, 냉난방에너지 변화를
EnergyPlus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하고 이 결과를 NEB(Net Electricity
Benefit)로 통합하여 분석하였다.
  –   

[kWh/m²]

여기서,
Lsavings = artificial lighting savings through the utilisation of
daylight,
Celectricity = increase in electricity consumption required for space
conditioning due to transmission of additional so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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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heat gain,
PVgeneration = photovoltaic window electricity generation output을
의미한다.
NEB의 계산에서 건물의 기본조건을 창이 전혀 없이 (WWR=0) 벽체
로 구성된 것으로 가정하였으므로 BIPV창호를 적용할 경우 일사유입이
증가하여 냉방에너지소비가 늘어날 것을 감안하여 NEB를 제안하였으나
실제 건물의 경우 창면적비가 높기 때문에 기존의 창호를 BIPV로 대체
한 경우를 분석하여 Celectricity는 마이너스 값으로 나타난다. 또 그의 연구
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창면적비(WWR)의 변화하는 조건에 대해 일반
창호와 비교하여 6개의 BIPV제품에 대한 NEB를 구하였다. BIPV의 내
재에너지는 기존 창호의 내재에너지를 제외하여 계산하였고 BIPV의 에
너지효과는 NEB를 적용하여 EPBT와 EROEI를 구한 결과 0.68-1.98 년,
11.72-34.49 배로 높은 효과를 나타내었다. BIPV의 특성인 기존 자재의
대체, 건물에너지효과를 모두 반영하여 분석하므로써 실질적인 EPBT를
제시한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이상으로 BIPV의 환경적 효과에 대한 연구사례를 살펴보았다. BIPV
는 일반 태양광발전 plant와 비교할 때 외벽자재를 대체하는 하므로 투
입에너지(내재에너지)측면에서 구조체와 시공의 투입에너지가 감소하는
장점이 있으나 발전량에서 불리하므로 전력생산과 함께 냉난방에너지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EPBT의 계
산에서 1차 에너지환산이 요구되는데 각 국가별 환산계수가 다르게 나타
나므로 해외자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국가별 환산계수를 비교하여 보정
해야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다.
다음으로 경제성 평가의 경우 대체로 환경성 평가와 동시에 진행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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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례가 대부분이다. 앞서 Keoleian & Lewis(2003)의 분석방법론과
IEA(2011)의 LCA가이드라인에서 보듯이 BIPV의 inventory를 동시에 이
용할 수 있고 LCA 평가지표가 LCCA와 유사하기 때문에 환경, 경제적
평가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Fthenakis et al.. 2011).
Chel et al.(2009)은 인도의 뉴델리에 설치된 2.32 kWp의 배터리저장장
치를 가진 독립운영형 태양광발전시스템 (Stand alone PV: SAPV)와
BIPV에 대하여 LCCA를 통해 투자비용(US$/kWP)와 LCOE(US$/kWh)
를 구하고 CO2 emission rate와 EPBT를 분석하였다. BIPV는 SAPV와
비교하여 구조체와 시공비용이 감소하므로 BIPV의 전체 투입비용은
28.6 %, 내재에너지는 19.3 %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LCOE는 SAPV, BIPV가 각각 0.57 US$/kWh, 0.46
US$/kWh로 나타났으며 EPBT는 각각 12년, 10년으로 나타났다. 경제성
분석에서 할인율의 변화에 따른 LCOE가 크게 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 할인율이 4%, 8%, 12%인 경우 BIPV의 LCOE는 0.37, 0.48, 0.60로
크게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른 에너지원과의 비교를 위해
서는 적절한 할인율의 산정과 반영이 요구된다.
Oliver & Jackson(2001)은 벽체형 BIPV에 대하여 분석하면서 기존의
유리벽체 비용을 제외하고 LCCA를 수행하여 BIPV시스템의 LCOE가
50% 이상 낮아지는 결과를 얻었다. Hammond(2012)는 영국의 건물에
적용된 BIPV 시스템에 대해 에너지성능, 환경적, 경제적 평가를 실시하
면서 재생에너지 경제성분석에서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인 정부 보조금
을 반영하여 분석을 실시하고 NPV와 BC ratio, PBP를 구하였다. 이 결
과 보조금이 없는 경우 PBP는 50-70년을 나타내어 수명주기인 25년보
다 길게 나타나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것을 나타났으며 보조금이 최대로
주어지는 경우에만 15년의 투자회수기간으로 수명주기 내에 투자비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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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BIPV의 투자비와 발전성능을 고려할
때 충분한 정부보조금이 없이는 시장 활성화가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었
다.
Wu et al.(2018)은 타이완 타이페이의 상가에 적용된 벽체형 BIPV의
투자비를 분석하고 발전량과 비교하여 NPV와 PBP를 계산하였다. FIT
를 통한 정부보조금을 감안할 때 NPV에 따른 투자회수기간은 16년으로
나타났으며 PBP에 의한 투자회수기간은 10년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리
에 따른 현가화의 영향으로 할인율과 FIT의 보조금의 변화에 따라 NPV
는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 평가에서 할인율의 영향이 매우 크게 나타나므로 할인율의 영
향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NPV보다는 PBP가 적합한 경제성 평가지표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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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태양광발전시스템의 내재에너지

태양광발전시스템의 LCA를 위해 내재에너지를 분석하기 위한
inventory는 매우 중요하다. 여러 기관에서 inventory를 구축하고 있으나
태양광발전 시스템에 대해 주로 활용되는 것은 Swiss Federal Office of
Energy (SFOE)에서 개발된 Ecoinvent이다(Niels Jungbluth, 2007).
Ecoinvent는 각종 태양광발전모듈의 종류별 제조공정과 투입물질을 분
석하여 내재에너지를 분석한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기본 데이터를 제공하
며 인버터, BOS에 대한 데이터와 실제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설치하였을
때의 내재에너지를 사례별로 분석하여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인 실리콘 기반의 태양광발전 셀의 제조공정은 그림 24와 같다.
결정질 실리콘 모듈의 경우 실리콘의 정제와 용융 결정화 과정을 거쳐
절단, 부착 등 복잡한 공정을 가진다. 하지만 a-Si 모듈의 경우 증착을
통해 단순화되어 내재에너지가 크게 낮아진다. 여러 연구문헌에서 이러
한 공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태양광발전시스템에 대한 내재에너지 분석
결과가 도출되어 이를 통합 정리하였다(Kumar, 2014).
먼저 mc-Si와 pc-Si의 내재에너지 분석에 대한 연구문헌은 각각 표
15-16과 같다. 표 15에서 단결정 실리콘 모듈에 대한 내재에너지 분석이
다양한 시기에 수행되었는데 대체로 시간이 지날수록 내재에너지의 값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결정질 실리콘의 제조공정에서 잉곳의
제조와 절단 등에서 손실되던 재료사용량과 폐기양이 줄어들어서 나타난
결과이다.
이 연구에서 내재에너지 분석결과는 기능단위를 면적단위인 m²로 설
정하였는데 결정질 실리콘 모듈의 경우 단위면적당 발전용량이 상승하고
있으므로 kWp 등의 발전용량 단위로 내재에너지를 분석할 경우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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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감소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Fraunhofer ISE, 2018).
다결정 실리콘 모듈의 경우에도 2000년대 이후의 연구에서 지속적인
내재에너지의 감소양상을 나타낸다(Wild-Scholten, 2009).
다음으로 표 17의 박막 모듈에 대한 연구문헌에 따르면 a-Si, CdTe,
CIS를 대상으로 내재에너지를 분석한 결과 a-Si의 경우 프레임의 여부
에 따라 달라지지만 940-1600 MJ/m²를 나타내며 이는 결정질 실리콘
모듈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Kumar, 2014).

[그림 24] 실리콘 태양광발전 전과정평가 분석절차(Jungbluth,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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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연구결과에서 대체로 프레임(400 MJ/m²)를 제외하고 계산할
경우 a-Si의 내재에너지는 1,200 MJ/m² 내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밖에도 ecoinvent 2.1에서 a-Si 모듈에 대한 연구결과를 정리하였는데
표 6과 유사한 연구사례를 보여주고 있다(표 18).
Kato(1997)는 대량생산이 이루어질 경우를 감안하여 생산규모에 따른
내재에너지를 비교하였는데 생산용량이 증가하면 단위별 내재에너지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살펴볼 때 상이한 조건에서 분석
된 inventory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경우 분석결과에 큰 차이가 발생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내재에너지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기준
으로 분석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ecoinvent
2.2를 적용하여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시스템과 a-Si 태양광시스템을 동
시에 분석하여 비교한 Wild-Scholten(2013)의 데이타를 활용하여 환경,
경제적 평가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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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단결정 실리콘 PV 모듈의 내재에너지 (Kumar, 2014)
Si
CZ of Wafer Cell P.P. Module Frame TOTAL
MG-Silicon
Authors (MJ/m²) feedstock mono-Si (MJ/m²) (MJ/m²) A.P. (MJ /m²) (MJ/m²)
(MJ/m²) (MJ/m²)
(MJ/m²)
Kato et al., 298
797
9,808
261
509
N/A
11,673
1998
Alsema et al., 500
1,900
2,400
250
600
350 Frameless 6,000
1998
Alsema et al., 450
1,800
2,300
250
550
350 Frameless 5,700
2000
Knapp et al., 3,950
Frame 5,253
4,100
473
394
2001
(236)
Wild-Scholten
et al.,
728
1,266
389
477 Frameless 2,86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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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다결정 실리콘 PV 모듈의 내재에너지 (Kumar, 2014)
Casting, Cell P.P. Module A.P.
Si
F.P.
Authors (MJ/m²) cutting, W.P. (MJ/m²) (MJ/m²)
(MJ/m²)
Kato et al., 1,562
717
353
709
1998
Alsema et al., 2,250
1,000
600
350
1998
Alsema & Frankl 2,200
1,000
300
200
1998
Battisti et al., 3,904
535
115
556
2005
Alsema et al., 1,759
1,078
473
276
2005
Pacca et al., 1,075
3,247
2007
Wild-Scholten 1,400
550
400
500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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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MJ/m²)

Others Total
(MJ/m²) (MJ/m²)

N/A

39

3,380

Frameless

N/A

4,200

Frame(400)

500

4,600

N/A

40

5,150

Frame(236)

118

3,940

N/A

N/A

4,322

Frame(270)

N/A

3,120

<표 17> 박막 PV모듈의 내재에너지 (Kumar, 2014)(C.M.-Cell material, E.M.-Encapsulation Matter,
C.P.P.-Cell Production Process, C.E.- Capital Equipment)
Substrate Process C.E. Module Frame BOS
Solar
C.M.
Total
Authors cell (MJp/m²) +E.M, C.P.P energy (MJp/m²) A.P. (MJp/m²) (MJp/m²) (MJp/m²)
(MJP/m²) (MJp/m²)
(MJp/m²)
Kato et al., a-Si 1078
449
Frame N/A
1587
1998
Frankl et al., a-Si 400
Frameless 400
400
1200
1998
(300-770)
Alsema, a-Si 40
300-400 500-840 100–200 N/A Frameless
940-1480
frame
N/A
2000
(two glass)
(Frameless)
(50-500)
Alsema, CdTe 40
170–250 350-650 100–200 N/A Frameless
790-1270
Frame
N/A
1998
(glass/polymer)
(Frameless)
(50-500)
Alsema et a-Si 50
Frame 400
350
400
N/A
N/A
al., 2000
(400) (overhead) 1600
Knapp CIS 1380
1770
N/A Frameless N/A
et al., 2001
Kato CdS/ N/A
Frame 128
591
637
N/A
310
et al., 2001 CdTe
(280) (over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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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a-Si PV 내재에너지 분석 연구사례(Jungbluth, 2012)
for USA
Japan
Japan
Japan
Process stage Estimation
USA
Europe
10MW
30MW
100MW
cell material
50
871
834-861
n.d.
n.d.
n.d.
substrate and
350
n.d.
n.d.
n.d.
n.d.
n.d.
encapsulation
cell product
400
491
n.d.
958
1078
746
overhead
250
0
n.d.
76
60
22
BOS
150
0
ca. 119
609
449
410
Total for the
1200
1,362
ca. 969
1643
1587
1178
laminate
Keoleian & Pacca, 2006 Kato, 1997b Kato, 1997b Kato, 1997b
Source Alsema, 2000a Lewis,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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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실증 건물의 에너지성능 분석

3장에서는 실증건물에 적용된 투광형 a-Si 태양광발전모듈의 성능 및
물성 측정결과와 실증건물의 설계 및 제원을 소개하고 실증건물의 에너
지소비에 대한 측정결과를 분석하였다.
3.1 투광형 태양광모듈 성능평가

이 연구에서 사용된 투광형 모듈은 일본 Kaneka사에서 제조한 투광형
a-Si 셀을 가공하여 국내에서 모듈로 완성한 제품을 사용하였다(김성태
외, 2012).
a-Si Cell은 유리기판 위에 전극의 역할을 하는 TCO와 p-i-n 반도체,
전극의 역할을 하는 metal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에 사용된 a-Si
셀은 5mm 두께의 투명유리에 증착된 형태로 제작되었다. 사용된 a-Si
셀은 창호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전극과 a-Si 반도체로 구성된 박막층을
laser scribing을 통해 제거하고 투광성을 확보하였다. a-Si Cell은 후면
에 5mm 두께의 보호유리를 EVA필름을 열융착하여 접착하고 전선연결
을 위한 junction box를 설치하여 태양광발전모듈로 완성된다.
최종적으로 연구에서 사용된 a-Si 복층창은 a-Si 모듈과 12mm의 공
기층을 갖고 있으며 후면에는 5mm 유리로 구성되었다.(그림 25)
3.1.1 투광형 태양광 모듈 제원

a-Si Cell의 발전성능과 창호로서의 성능을 파악하기 위해 광학적 성
능을 측정하였다.(윤종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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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 사용된 시험장치는 그림 26과 같고 시험결과는 그림 27-30과
같다. a-Si 셀은 가시광선 영역인 380-780nm 파장대에서 약 10%의 투
과율을 갖고 있으며 태양광발전을 위해 일사 파장대 전영역에서 높은 흡
수율을 나타낸다.
일반적인 투명유리의 경우 일사투과율이 78%, 반사율이 8%로 나타나
므로 a-Si Cell의 투과율은 낮고 반사율과 흡수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a-Si셀은 창호자재로 사용될 경우 일사에너지의 대부분을 흡
수하거나 반사하여 건물 내로 유입량이 최소화된다.
유리는 입사각에 따라 일사 투과율과 반사율이 변화하는데 40°까지는
일정한 값을 유지하다가 점차 감소하여 60°-70°를 기점으로 급격히 변화
하는데 반사율이 증가함에 따라 일사획득률이 급격히 낮아진다.
따라서 입사각이 큰 경우에는 대부분의 일사가 반사되면서 열획득률이
낮아지고 발전효율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5] 투광형 모듈의 복층창호 제작 과정(Song et a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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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UV/VIS Spectrometer (윤종호, 2010)

[그림 27] a-Si PV cell의 투과율 (윤종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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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a-Si PV cell의 반사율 (윤종호, 2010)

[그림 29] a-Si PV cell의 흡수율 (윤종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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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입사각에 따른 a-Si PV cell의 광학적 특성 변화
(윤종호, 2010)
실제 제조된 투광형 a-Si 태양광발전모듈의 외관은 그림 31, 32과 같
다. a-Si 셀을 5mm 투명유리와 접착하여 모듈화하였을 때 광학적 물성
을 LBNL(Lawrence Berkeley National Laboratory)에서 개발한
WINDOW 프로그램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표 19과 같이 나타났다. 에너
지기술평가원에서 시험을 수행한 결과 a-Si셀의 발전효율은 5.7-6.0%,
평균값은 5.86%이며 전체 모듈의 발전효율은 5.5-5.8%이며 평균값은
5.62%로 나타났다(표 20).
<표 19> 10mm a-Si 모듈의 광학특성 분석결과(김성태 외, 2012)

태양 전면 후면 가시광선 전면 후면 적외선 전면 후면
두께 투과율 반사율 반사율 투과율 가시광선 가시광선 투과율 방사율 방사율 전도율
(Tsol)
(Tvis) 투과율 투과율

10mm 0.067 0.222 0.203 0.082 0.100 0.166 0.00 0.840 0.84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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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투광형 PV 모듈(김성태 외, 2012)

[그림 32] 투광형 복층모듈(김성태 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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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투광형 a-Si 모듈의 발전 성능(윤종호, 2010)
측정
종류
개방전압(Voc)
단락 전류(Isc)
최대출력
(Pmax)
최대출력시
전압(Vmp)
최대출력시
전류(Imp)
태양전지
효율(Ceff)
태양전지 모듈
효율(Meff)
개방전압(Voc)
개방전압(Voc)
단락 전류(Isc)
최대
출력(Pmax)
최대출력시
전압(Vmp)
최대출력시
전류(Imp)
태양전지
효율(Ceff)
태양전지 모듈
효율(Meff)

단
위 Test1
25℃
기준
V 95.2
A 0.83
W 51.4
V 73.5

측 정 치(25℃, 1kW/㎡ 기준)
Sample No.
Test2 Test3 Test4 Test6
25℃ 25℃ 25℃ 25℃
기준 기준 기준 기준
94.7 95.4 95.7 94.6
0.85 0.85 0.85 0.84
52.5 52.3 52.4 51.5
74.7 74.7 76.8 74.6

A 0.70

0.70

0.70

0.68

0.69 0.74

%
%
V
A
W
V
A
%
%

5.9 5.8
5.6 5.6
Test2
95.5
0.85
53.5
75.7
0.71
6.0
5.7

5.8
5.6

5.8
5.5

5.7
5.5
Test1
94.6
0.86
53.9
75.9
0.71
6.0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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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칭
규격
91.8
0.972
44.0
59.6

공칭
규격
91.8
0.972
44.0
59.6
0.74

비고

3.1.2 투광형 태양광모듈 성능

연구를 통해 기존 데이터의 검증을 위해 셀과 모듈의 발전효율을 추가
로 측정하고 실제 야외에서 발전성능을 측정하였다.
측정장비는 spire사에서 제작한 sun simulator 4600를 이용하였다(그림
33). 실내시험에서 측정은 일사량 1,000W/m²를 모사하여 25℃ 조건에서
의 STD상태의 발전효율을 측정한다(IEC, 2008).
실험을 통해 얻은 결과는 그림 34과 같다. 측정을 통해 얻은 모듈의
발전성능은 셀의 발전효율이 5.66%, 모듈의 발전효율은 5.32%로 나타났
다. 2011년에 최종 생산되어 약 7년간 보관되어 있던 상태이므로 초기
효율저하로 인해 생산초기에 측정된 발전효율에 비해 약간의 감소를 나
타낸다.
a-Si 모듈은 실제 일사에 노출되는 경우 초기에 따라 발전효율이 저하
되는 Staebler-Wronski Effect가 발생한다(Fritzsche, 2001).
실내 성능측정에 사용한 a-Si 모듈을 이용하여 실제 야외 성능 측정을
수행하였다. 야외 성능측정은 코오롱글로벌 기술연구소 실험동 건물 옥
상에 설치된 시험장치를 이용하여 10월 24일부터 11월 1일까지 실시하였
다. 시험장치는 그림 35와 같이 수직면과 30° 경사면에 태양광발전 모듈
을 설치하고 발전성능을 측정할 수 있으며 수직, 수평, 30° 경사의 일사
량을 측정할 수 있다.
모듈은 수직면에 설치하고 표면의 온도측정을 위해 모듈의 전면과 후
면부에 각각 열전대센서를 설치하여 온도를 측정하였다.
먼저 10월 26일의 일사량과 발전량의 측정결과는 그림 36과 같다.
해당일의 수직면 일사량은 2983.4 W/m²·day로 나타났으면 수직면에
설치된 투광형 a-Si 모듈의 발전량은 99.7 W로 발전효율은 3.59%로 나
- 90 -

타났다.
그림 3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입사각이 크고 일사량이 낮은 시간대에는
발전효율이 낮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전체 성능평가기간(10/25–11/1)의 평균적인 발전효율은 3.62%를 나타
내는데 일사량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일사량이 낮은 10/26, 10/28의
경우 발전효율은 0.51%, 0.78%로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일사량이 높을
경우 더 높은 발전효율을 나타내어 일사량이 높은 10/30, 10/31, 11/01의
경우 발전효율이 4.06-4.21%를 나타내었다(표 21).
건물의 에너지소비와 관련하여 창호로 적용할 경우 a-Si 복층 모듈의
앞면과 뒷면의 온도를 측정하였다(그림 37).
모듈의 표면온도는 외기온도와 일사량, 풍속의 영향을 받지만 주로 일
사량에 따라 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2시 20분에 외부표면온도, 내부
표면온도는 각각 51.1℃, 34.9℃로 온도차가 16.2℃로 최대의 차이를 나타
내었다. 복층 모듈은 외부는 a-Si 모듈, 내부는 투명유리로 구성되어 있
으므로 외측 a-Si 모듈에서 일사량을 흡수하여 열과 전기로 변환됨에 따
라 온도가 높게 나타나며 내부의 투명유리는 이로 인해 온도가 상승한
다. 태양전지는 온도가 상승하면 발전효율이 하락하므로 높은 일사량에
도 불구하고 발전효율이 제한된다. 또한 태양광모듈에 흡수된 대부분의
일사에너지가 열로 전환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투광형 모듈을 창호용
으로 건물에 설치할 경우 흡수된 일사에너지가 열로 변환되면서 냉난방
부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특성을 실제 확인하기 위
해 시뮬레이션 결과를 분석할 때 각각의 창호모델별로 창호를 통한 열획
득과 일사열획득을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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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발전효율 측정을 위한 sun simulator 4600

[그림 34] 투광형 a-Si 모듈의 성능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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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투광형 PV 복층창호의 발전성능 평가장치

[그림 36] 투광형 PV 복층창호의 발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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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투광형 PV 복층창호의 표면온도
<표 21> 투광형 a-Si 모듈의 야외 발전성능
발전량
일사량
날짜
(W)
(Wh/m²·day)
10/25
99.7
2983.4
10/26
2.7
583.7
10/27
101.9
2961.7
10/28
6.9
943.4
10/29
61.3
2366.3
10/30
158.7
4084.4
10/31
151.7
3866.1
11/01
148.9
3941.0
평균값
91.5
27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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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효율
(%)
3.59%
0.51%
3.70%
0.78%
2.78%
4.17%
4.21%
4.06%
3.62%

3.2 투광형 BIPV창호 적용건물 개요

a-Si 투광형 모듈을 건물의 창호로 적용하여 발전성능 및 건물의 에너
지 성능을 연간단위로 측정하였다. 이를 통해 시뮬레이션을 위한 기초데
이터를 학보하고 환경적, 경제적 분석을 위한 분석자료로 활용하고자 한
다.
3.2.1 대상건물의 제원

대상 건물은 한국의 대구시에 위치하며 지하 1층 지상 5층의 소규모
사무용건물이다(그림 38). 이 건물의 1-2층은 자동차판매를 위한 전시장
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3-5층은 다양한 업종의 기업이 오피스로 임대되
어 사용하고 있다(그림 39, 40).
건물의 제원은 표 22과 같고 3-5층의 평면도는 그림 41과 같다. 이 건
물은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커튼월방식의 외피를 가진 건물로 3면이 도로
가 둘러싸여 음영이 적고 남향으로 배치되어 태양광발전을 위한 BIPV의
설치에 적합하다.

[그림 38] 실증건물의 입지 형태(김성태 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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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실증건물의 제원
위치
건물 용도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층수
건물 높이

대구(35.84, 128.62)
근린시설 및 업무시설
1026.50m²
718.01m²
3944.23m²
69.94%
318.40%
지하 1 층, 지상 5 층
25.65m

[그림 39] 실증건물의 외관(김성태 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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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광형 BIPV 창호는 이 건물의 3-5층의 남측과 동측에 설치되었다(그
림 39). 남측과 동측의 창호는 투광형 BIPV 창호와 함께 일반 투명유리
창호도 함께 설치되었다. 이러한 조합은 투광형 BIPV 창호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낮기 때문에 일반투명유리 창호와 함께 적용하여 조망과 주광
유입을 개선하기 위해 선택되었다.
각 층의 높이는 4.1m이며 투광형 BIPV 창호의 크기는 980mm×
950mm이므로 각 층별로 총 4개의 창호 layer가 설치되는데 남측면의 경
우 근무 위치에서 조망이 가능하도록 각층별로 1개 layer를 투명유리 창
호를 설치하였고 동측면의 경우 주광의 확보를 위해 각 층별로 2개
layer에 투명유리 창호로 설치하였다.(그림 40)

[그림 40] 실증건물의 내부(김성태 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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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실증건물의 평면 구성(김성태 외, 2012)
투광형 BIPV 창호는 남측에 240장이 설치되어 10.56 kWp, 동측에 108
장이 설치되어 4.752 kWp의 용량을 가지며 총 15.31 kWp의 투광형
BIPV가 설치되었다.
연구의 주요 분석대상인 건물의 3-5층은 사무공간과 서비스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41) 이 건물의 옥상은 주차장으로 활용되어 1층과
옥상을 통해 외부의 출입이 발생하고 있다.
이 건물의 서측과 북측, 동측일부는 냉난방부하 절감을 위해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만족하는 단열벽체로 설계되었으며 법적기준에
의해 화재 배열과 환기를 창호가 일부 설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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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BIVP 시스템 설계

이 건물에 설치된 BIPV시스템은 태양광모듈에서 생산된 직류 전력을
인버터를 통해 교류로 전환한 후 전력망에 연계하여 사용하는 계통연계
형 태양광발전시스템이다.
전체 태양광발전시스템의 구성은 그림 42과 같다.
투광형 BIPV 모듈은 총 6개의 Array로 연결되어 분전반(connector
band)을 통해 인버터로 연결되고 DC전력이 AC전력으로 변환된 후 고압
수전반(high tension power board)을 통해 한국전력 계통에 연결된다.
이 건물의 BIPV 시스템의 총 용량은 15.31 kWp이며 3 kW 용량의
인버터를 적용하였으므로 총 6대의 인버터를 사용하였다. 이에 따라 전
체 348장의 태양광모듈은 6개의 배열로 나누어 연결되었는데 설치용량을
감안하여 남측면의 경우 4개의 Array를 구성하였고 동측면의 경우 2개
의 Array를 구성하였다.(그림 43, 44)
분전반은 국내에서 맞춤 제작하였고 인버터는 국산 윌링스의 3kW급
제품을 적용하였다.(그림 45)
인버터의 제원은 표 23와 같다.
또한 성능평가를 위한 모니터링은 남측/동측 일사량, DC 전압/전류,
AC 전압/전류, 외기온도 및 BIPV 및 투명유리창호의 내외부/중공층 표
면온도를 측정하였다.
태양광 모듈
교류전환
분전반
Array
인버터
[그림 42] BIPV 발전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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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 수전반

[그림 43] 남측면 BIPV 배치 및 어레이(김성태 외, 2012)

[그림 44] 동측면 BIPV 배치 및 어레이(김성태 외, 2012)

[그림 45] 접속반 및 인버터 구성(김성태 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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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투광형 BIPV에 적용된 인버터 제원(김성태 외, 2012)
Input data(입력 데이터)
최대허용입력전력 Maximum PV power
3300Wp
동작전압범위 Operating PV voltage range 190VDC ~ 600VDC
최대전력추종전압범위 MPPT voltage range 250VDC ~ 500VDC
Max PV current
16A
Output data (출력 데이터)
최대연속출력전력 Maximunm continuous
3kW
power
최대효율 Maximum efficiency
94.50%
유로효율 Euro efficiency
93.00%
동작 주파수 Operating line frequency
59 / 61Hz
정격출력전압 Nominal line voltage
220V, 1phase
정격출력전류 Line current (max) / line
15 Arms / line
역률 Power factor
>0.99
<5% Total, <3%
고조파 왜율 THD(AC current)
Individual
General data (일반 데이터)
95%
상대습도 Relative humidity
non-condensing
동작허용고도 Operating altitude
Max 1000m
냉각방식 Cooling
Forced air cooling
Product specifications (제품 사양)
사이즈 Dimensions( W * D * H )[mm]
460*455*134.5
무게 Weight
14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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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실증건물의 에너지 측정

투광형 BIPV 창호가 설치된 건물의 2014년의 연간 데이터를 측정하였
다. 측정항목은 기후조건을 파악하기 위한 외부온도와 일사량, 발전성능
을 측정하기 위한 발전량, 건물의 조명/사무기기, 전기식 냉난방 열펌프
(Electric Heatpump: EHP)의 전력소비량을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3.3.1 대상건물의 기후조건

기상청에서 발행한 2014년 기상연보를 통해 2014년의 전체 기후조건을
살펴보면 연평균 기온이 1973년 이래 다섯 번째로 높고 연평균 최저기온
이 네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다만 동절기와 간절기에는 평년보다 기온
이 높게 나타났으나 하절기에는 8월의 경우 많은 강수량으로 인해 오히
려 평년보다 낮게 나타났다(그림 46).

[그림 46] 대구지역의 2014년 월별 외기온도 및 일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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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태양광발전 성능 분석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BIPV의 발전량을 인버터에서 측정된 AC 전
력을 적용하여 실제 건물에 공급되는 전력량을 파악하였다.
2014년 연간 발전량은 측정값은 8,617 kWh로 나타났다(그림 47).
월별 발전량을 살펴보면 태양고도가 낮은 10-3월 사이에 높은 발전량
을 나타내며 연평균 일발전시간은 1.54시간/일로 나타났다. 남측의 경우
연간 총발전량은 7,093 kWh로 연평균 일발전시간은 1.84시간/일로 나타
났다. 동측에 설치된 BIPV의 경우 연간 총발전량은 1,524 kWh로 나타
났으며 연평균 일발전시간은 0.88 시간/일로 남측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남측면의 경우 발전량이 연간 크게 변화하는데 일사량이 풍부한 10월에
856.2 kWh의 발전량을 나타내어 가장 높은 월별 발전량을 나타내었고
태양고도가 낮은 1월에 819.4 kWh를 발전하여 하절기인 8월의 316.9
kWh에 비해 약 2.59배의 발전량을 나타낸다. 건물에 적용된 BIPV의 발
전성능과 부분적인 음영 등에 의한 capture loss(Lc), PCS 효율 등에 따
른 system loss(Ls)에 대해서는 선행논문을 통해 상세히 분석되었다
(Lee, 2017). 선행연구에서는 이 건물에 적용된 BIPV창호 중에서 남측에
설치된 BIPV 창호의 성능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측정된 일사량은 태양고
도가 낮은 10-3월 사이에 기상청의 대구지역 일사량 측정값보다 낮았으
며 주변 지형지물에 의한 음영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건물 창
호사이에 설치된 장식용 루버로 인해 발전량이 일부 줄어든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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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투광형 BIPV의 연간 발전량
3.3.3 건물의 전력소비 분석

대상 건물의 연간 전력사용량은 132,058 kWh로 나타났다(그림 48). 조
명과 사무기기에 사용되는 전력량은 총 45,585 kWh/년으로 전체 전력소
비량의 34.5%이며 월평균 3,798 kWh/월로 나타났다. 조명과 사무기기의
전력사용량은 근무일수에 따라 다르지만 월별로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
는다. EHP를 이용한 냉난방 전력량은 총 86,473 kWh/년로 전체 전력소
비량의 65.5%로 나타났는데 동절기인 1월에 10,522 kWh, 하절기인 8월
에 9,722 kWh로 가장 높은 월별 소비량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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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실증건물의 에너지소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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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냉난방에너지 시뮬레이션

투광형 BIPV 창호의 적용에 따른 건물의 냉난방에너지성능을 분석하
기 위해서는 다른 창호와 에너지사용량의 비교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대안창호모델을 제안하고 각각의 모델에 대해 건물에너지해석프로그램을
이용해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또한 건물의 에너지소비는 건물의 설계 제원에 의해 달라지지만 운전
조건에 의해서도 변하므로 주요 운전조건을 설정하고 에너지소비의 변화
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분석된 냉난방 부하량을 실제 냉난방설비를 적용했
을 때 소비되는 1차 에너지로 환산하여 실질적인 냉난방에너지효과를 파
악하고자 하였다.
4.1 분석기법 및 적용모델

건물에너지 시뮬레이션을 위해서는 건물모델을 만들고 기후조건, 건물
의 벽과 창호, 지붕, 바닥 등의 외피정보, 조명, 냉난방, 환기 등의 내부
설비, 냉난방온도 등의 운전조건을 입력하여야 한다. 건물에너지해석을
위해 사용된 EnergyPlus의 시뮬레이션 기법에 대해 소개하고 시뮬레이
션을 위한 건물모델, 창호모델, 운전조건에 대해 제안한다.
4.1.1 분석도구 소개

건물의 냉난방에너지 분석을 위해 사용된 프로그램은 EnergyPlus 8.6
이다. EnergyPlus는 미국 DOE(Department of Energy)에서 개발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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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으로 시간단위로 작성된 연간 기상자료를 이용하여 부하계산 및
에너지 소비를 해석하기 위한 동적에너지 해석프로그램이다(그림 49).
EnergyPlus는 기존의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인 DOE-2와 BLAST
(Building Loads and System Thermodynamics)의 장점을 조합하고 새
로운 기능을 추가하여 개발되었으며 확장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기능이
추가되고 있으며 여러 종류의 소프트웨어 중에서 BIPV의 시뮬레이션을
위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Biyik et al., 2017).
EnergyPlus는 Heat balance equation을 기반으로 건물의 열전달과 에
너지소비를 분석할 수 있고 창호의 경우 유리재질과 창호구성에 따른 상
세한 물성을 반영하여 창호를 통한 열과 빛의 이동을 해석하고 Zone별
로 표면온도를 분석할 수 있는 상세 분석기능을 갖고 있다(U.S. DOE,
2018).
하지만 EnergyPlus의 입출력은 text 형식으로 구성되어 입력이 까다롭
고 출력변수가 매우 많아 활용에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EnergyPlus는
다른 프로그램과의 연계가 자유롭게 가능한 Open source program으로
제공된다. 이에 따라 EnergyPlus를 해석엔진으로 활용하고 추가로 pre
process와 post process를 개선한 third party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활용
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건물모델 제작 및 변수설정을 위해 영국에서
개발된 Design Builder 5.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그림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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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EnergyPlus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그림 50] Design Builder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 108 -

건물의 에너지해석을 위해 EnergyPlus에는 많은 입력변수들을 설정해
야 하며 다음과 같은 순서로 분석을 실시한다.
① 건물 위치 지역 및 기후조건 설정
② 건물의 외피와 내부 Zone 설정
③ 조명, 사무기기, 재실자 등 내부부하 설정
④ 운전 스케쥴, 온도제어 등 설정
⑤ 건물내 환경제어를 위한 설비네트워크 설정
⑥ 시뮬레이션 실시 및 결과 분석
기후조건은 DOE의 EnergyPlus 사이트에서 전 세계의 여러 지역에 대
해 제공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인천, 강릉, 울산, 광주의 4개 지역
에 대한 데이터만 제공되고 있어 분석에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
서 한국태양에너지학회와 한국패시브건축협회에서 에너지분석을 위한 공
인기후데이타를 여러 지역에 대하여 제작하여 제공하고 있다. 공인기후
데이타는 10년 이상의 기후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므로 특정한 시기
와 지역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할 경우에는 기상청에서 제공되는
해당지역과 기간의 기후데이터를 가공하여 활용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는 2014년 기상청의 대구기상대에서 측정된 기후데이터를 입력형태에 맞
게 가공하여 적용하였다.
4.1.2 건물모델의 구성

분석대상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구성된 건물이지만 시뮬레이
션을 위한 빌딩모델은 투광형 BIPV 창호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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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BIPV 창호가 설치된 대상건물의 3-5층을 대상으로 구성하였다. 또
한 시뮬레이션 모델의 남측과 동측 BIPV 창호는 실제 건물의 설계조건
과 동일하게 반영하였다. 서측과 북측면의 경우 단열벽체로 구성되었고
화재 배연과 조망을 위한 소규모의 투명유리 복층 창호가 설치되었으나
시뮬레이션 모델에서는 창호비교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전체적
으로 단열벽체로 적용하였다. 3층 바닥면의 경우 아래층에서 냉난방이
실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완전단열조건인 Abiatic condition을 설정
하였다. 또한 냉난방에 필요한 에너지부하량의 값은 설비의 영향을 배제
하기 위해 IdealLoadAirSystem으로 계산하였다. IdealLoadAirSystem은
실내의 온도조건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열공급 부하량을 계산한다.
시뮬레이션을 위해 Design Builder로 작성된 건물모델의 형태는 그림
51와 같다.
동측일부와 서측, 북측 외벽은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라 설계된 단
열벽체로 구성되었으며 해석을 위해 적용된 벽체의 입력값은 표 24과
같다(국토교통부, 2018).
<표 24> 건물모델의 단열성능
항목
적용 자재
6mm 금속 판넬 + 87mm
외벽
단열재+ 13mm 석고보드
아스팔트 19mm + 122mm
지붕
단열재 + 13mm 섬유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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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Value
0.354
0.252

[그림 51] 시뮬레이션을 위한 건물모델

[그림 52] 실증 건물의 조명밀도 (윤종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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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용건물의 에너지소비에서 내부 발열은 중요한 입력변수로 작용한
다. 조명이나 사무기기 등은 건물의 전력소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최종적으로 열에너지로 전환되어 실내의 냉난방부하에 영향을 미친다.
시뮬레이션을 위해 건물의 설계제원과 운전데이터를 활용하여 조명과
사무기기의 전력소비량을 추정하였다. 이 건물은 고효율조명을 적용하여
설계상의 조명밀도(W/m²)는 4.65 W/m²로 나타났다(그림 52). 하지만 사
무실의 서북측면 일부 공간이 창고나 회의실로 활용됨에 따라 간헐적으
로 조명을 이용하고 있고 공용공간의 경우 계단과 화장실은 센서등을 적
용하여 실제 소비량이 더욱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실제 조명
부하를 추정하여 조명/사무기기 밀도에 대한 예비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
으며 실제 건물의 조명/사무기기 전력소비량에 근접하도록 최종적으로
내부부하를 결정하여 적용하였다(표 25). 설정된 값을 입력하여 조명/사
무기기의 전력사용량을 계산하고 이를 측정된 값과 비교한 결과 측정값
의 98%로 나타났다(그림 53).
내부부하 중에서 재실자 수는 건물의 전력비용 분담을 위해 건물관리
자가 보유하고 있는 실제 건물의 3-5층에 근무하는 여러 회사의 근무자
숫자에 대한 자료를 활용하여 시뮬레이션에 반영하였다. 각 회사별로 근
무자의 수와 재실 밀도가 다르게 나타나지만 평균적으로 0.11명/m2인 것
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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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건물모델의 내부부하
부하 종류
적용 공간
공용공간
조명
(W/m²)
사무공간
사무기기
사무공간
(W/m²)
재실자
사무공간
(m2/person)

[그림 53] 조명/사무기기 전력소비량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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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값
3
4
6
9

4.1.3 창호모델의 구성

냉난방성능 비교를 위해 기본창호모델과 비교대안모델을 설계하였다.
실제 적용된 투광형 복층창호와 함께 기본창호로 적용되는 투명유리 복
층창호, 사무용건물에 많이 적용되는 열선흡수(색유리) 복층창호, Low-e
유리 복층창호를 비교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시뮬레이션 데이터의 확보를 위해 투광형 BIPV 복층 창호를 제외한
모든 유리는 EnergyPlus의 IGDB(International Glazing Database)에 포
함된 제품을 선정하였다. IGDB는 창호의 물성을 계산하는 WINDOW 프
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는 미국의 LBNL(Lawrence Berkeley
National Laboratory)에서 관리하는 DB로 다양한 제조사의 유리제품에
대한 광학적 물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이다.
모든 유리는 6mm 규격을 적용하였고 복층창은 12mm 공기층을 포함
하도록 구성하였다(표 26). a-Si 모듈의 제원은 선행 연구를 통해 분석
한 결과를 활용하였다.(Yoon, 2010)
선정된 유리자재의 열-광학적 물성은 표 27와 같다. 선정된 유리의 물
성을 EnergyPlus에 포함된 WINDOW 5 버전의 복층 창호 계산모듈을
이용하여 복층창의 열-광학적 물성을 계산하였다(Winkelmann, 2001).
투광형 창호의 경우 실제 제품은 복층화를 위한 후면유리로 5mm 투명
유리를 사용하였으나 IGDB에는 5mm 투명유리가 포함되지 않아 6mm
투명 유리를 적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실제 건물에 적용된 제품과는 약간
의 물성의 차이를 보인다.
실제 건물에는 ASI28 창호와 CL24 창호가 복합적으로 적용되었으므
로 시뮬레이션을 위한 건물모델의 외피 모델링과정에서 두개의 창호를
원래 설치상태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건물의 창호모델을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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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창호모델의 구성 및 열-광학적 물성
창호모델

유형

구성

CL24

투명유리

Clear + Clear

BIPV

실증건물에 적용된 창호구성(ASI28와 CL24를 조합적용)

TI24

열선흡수유리 Tinted + Clear

2.687

0.435 0.618

LE24

Low-e + 1.771
Low-e 유리 SingleClear

0.568 0.745

+
ASI28 a-Si glazing a-Si(10mm)
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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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Value SHGC Tvis
2.685

2.662

0.703 0.781

0.189 0.073

<표 27> 창호모델에 적용된 유리의 종류 및 물성
IGDB Name
Thickness
(mm)
Conductivity
(W/m-K)
Solar
transmittance
Outside
Solar
reflectance
Inside Solar
reflectance
Visable
transmittance
Outside
Visible
reflectance
Intside
Visible
reflectance
Infra red
transmittance
IR Outside
emissivity
IR Inside
emissivity

CL
Generic
CLEAR
6

a-Si
not
inclucded
10

TI
KCC
SOLAR
6T
6

LE
Generic
LoE
CLEAR
6

0.900

1.000

1.000

0.900

0.775

0.081

0.375

0.600

0.071

0.222

0.054

0.170

0.071

0.203

0.054

0.220

0.881

0.082

0.702

0.840

0.080

0.10

0.070

0.055

0.080

0.166

0.070

0.078

0.000

0.000

0.000

0.000

0.840

0.840

0.837

0.840

0.840

0.840

0.837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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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운전조건의 구성

시뮬레이션을 위한 건물의 주요 운전조건을 선정하고 각각의 운전조건
의 변동값을 제안하였다. 운전조건은 다양한 변수가 있으나 건물의 냉난
방에너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기존의 연구문헌과 대상건물
의 운영상태를 건물관리인과 인터뷰를 통해 조사하였다.
Heo(2011)은 여러가지 설계변수와 운전변수 중에서 사무용건물의 에너
지모델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분석하였는데 여러 가지 요소 중에
서 운전조건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창문을 열면서 발생
하는 열손실, 실내온도설정, 침기량, 사무기기에 따른 내부발열, 재실자
발열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표 7).
따라서 이러한 요소들이 실제 대상건물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건물관리자와 인터뷰를 통해 조사하였다.
인터뷰에 따르면 대상 건물은 하나의 업체가 전체 건물을 사용하지 않
고 각층의 사무공간을 분리하여 임대되고 있다. 분석시점에는 보험, 도시
가스, 건설, 정보통신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의 대구지역 지점 혹은 지사
가 입주하여 소규모 사무실을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냉난방은 EHP를 이용하고 있는데 중앙에서 제어되지 않고 운전시간과
냉난방 설정온도를 각 사무실별로 결정하여 운전되고 있다. 또한 사용전
력은 각 사무실별로 별도 측정되지 않고 각 층별로 통합 측정하기 때문
에 실제 사용량이 아니라 근무 인원수에 따라 사용요금이 배분된다. 따
라서 각 사무실별로 에너지를 절약해도 이를 보상받을 수 없으므로 운전
시간이 길고 냉난방설정온도도 과도하게 설정되어 냉난방전력소비가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건물에 입주한 회사는 업종이 다양하지만 대부분 대구지역의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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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AS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직원 및 고객의 입출입이 많고 옥상에 주
차장이 위치하여 1층 현관과 함께 옥상을 통한 입출입이 빈번하게 일어
난다. 반면 회전문이나 전실, 에어커튼 등과 같이 출입침기를 줄이기 위
한 설계가 반영되지 않아 출입침기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로
인해 건물관리회사가 관리하는 주변의 다른 건물에 비해 난방에너지 소
비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마지막으로 이 건물의 재실자수와 조명/사무기기 전력사용량은 다른
건물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ASHRAE, 2016).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물의 조명부하는 4 W/m²로 사무기기 부하는 6 W/m²며 재실
자는 인당 9 m²의 면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다른 사무
용 건물에 비해 절반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윤정기와 박종일, 2005).
선행연구에서 조사된 에너지모델의 주요 영향 요인과 인터뷰를 통해
얻은 건물의 운전 조건을 검토한 결과 이 연구에서 검토해야할 운전조건
으로 운영시간, 냉난방설정온도, 출입침기량, 내부발열부하를 선정하고
운전조건 Case를 각각의 운전조건별로 4가지로 선정하여 운전조건이 변
화할 때의 냉난방에너지 영향을 분석하였다(표 28).
여러 운전조건 중에서 출입침기량에 대해 추가적으로 설명하면 출입침
기량은 창문의 개폐나 출입문의 개폐를 통해 외기가 직접 침투하는 것을
의미하며 운전시간대에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일반적인 침기는
재실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건물의 외벽이나 창호의 틈새를 통해 상시적
으로 외기가 직접 침입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재실자의 근무시간에 발생
하는 출입침기량과 상시침기량을 구분하였다. 외벽이나 창호 틈새를 통
한 상시침기량은 사무용건물의 침기량에 대한 문헌을 참조하여 0.5 ACH
로 설정하였다(Heo, 2011). 출입침기량은 출입량과 출입문의 기밀성에
따라 변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0.5 ACH, 1.0, 1.5, 2.0의 4가지 경우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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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였다.
운전시간과 냉난방설정온도는 한국의 사무용건물에 적용되는 사례를
일반화하여 결정하였다. 분석을 위한 기본 운전조건은 보편적인 근무시
간인 09:00-18:00 (9시간)을 선정하고 8시간, 10시간, 11시간을 각각 비
교 Case로 선정하였다.
냉난방 설정온도는 난방 20℃, 냉방 26℃가 기본 운전조건이며 Case에
따라 냉난방 설정온도를 2℃씩 조정하여 냉난방 설정온도의 변화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내부부하는 건물에 실재 적용된 조명/사무기기 밀도 10
W/m², 재실자 밀도 0.11인/m²(9 m²/인)인 경우를 기본 조건으로 적용하
고 재실자수가 증가하면서 조명/사무기기도 동시에 증가하는 Case를 설
정하였다.
따라서 기본 운전조건 조합은 운전시간은 09:00-18:00(9시간), 냉난방
설정온도는 20℃-26℃이며 출입침기량은 0.5 ACH, 내부부하는 조명/사
무기기 부하가 10 W/m², 재실자가 0.11인/m²인 경우로 선정하였다.
시뮬레이션은 먼저 기본 운전조건에 대해 창호별 냉난방부하을 비교하
였다. 다음으로 기본조합에서 각각의 운전조건 변수가 변화하는 경우 냉
난방부하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또한 기본조합 외에 냉난방부하가 증가
하는 운전조건의 조합을 구성하여 투광형 BIPV 창호의 냉난방에너지 절
감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실제 냉난방에너지
소비량을 비교하기 위해 사무용건물에 적용되는 여러 냉난방설비를 적용
할 때의 전력소비량과 1차 에너지 소비량을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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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운전조건 설정 및 Case별 적용기준
운전조건 Case 1
Case 2
Case 3
Case 4
09:00-18:00 08:30-18:30 08:30-19:30
운전시간 09:00-17:00
(8 시간)
(9 시간)
(10 시간) (11 시간)
냉난방 난방 : 20℃ 난방 : 22℃ 난방 : 22℃ 난방 : 24℃
설정온도 냉방 : 26℃ 냉방 : 26℃ 냉방 : 24℃ 냉방 : 24℃
출입
침기량

0.5 ACH

1.0 ACH

1.5 ACH

2.0 ACH

조명/사무기기 조명/사무기기 조명/사무기기 조명/사무기기
W/m² 15 W/m² 20 W/m² 25 W/m²
내부부하 10재실자
재실자
재실자
재실자
0.11인/m² 0.15인/m² 0.20인/m² 0.25인/m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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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기본운전조건에서 시뮬레이션 결과

4.2.1 실증건물 측정결과와 시뮬레이션 비교

먼저 시뮬레이션 모델 및 운전조건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2014년
의 EHP의 가동을 위한 냉난방소비전력 측정결과와 시뮬레이션 결과를
비교하였다.
시뮬레이션은 건물관리자 인터뷰와 현장 점검을 통해 파악한 정보를
바탕으로 운전조건을 변화시키면서 비교하였다. 그 결과 운전시간은
08:30-19:30(11시간), 냉난방설정온도는 24-24℃, 출입침기량은 2.0 ACH,
내부부하는 앞서 조명, 사무기기, 재실자의 실측값을 기준으로 시뮬레이
션한 결과와 측정결과가 가장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54)

[그림 54] 실증건물의 냉난방 소비전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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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 결과 냉난방전력소비량은 실제 건물의 측정치의 92.4%를
나타내었으며 휴가철인 7월과 12월, 간절기인 4월 10월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휴가철인 7월과 12월의 경우 시뮬레이션 결과보다 실제 사용
량이 20%이상 낮게 나타났는데 현장점검 및 인터뷰 결과 해당시기에 각
회사별로 약 1주일간의 단체휴가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이를
감안하면 시뮬레이션 결과는 실제 소비패턴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
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건물모델과 운전조건을 활용하여 창호별 냉난
방에너지 소비에 대한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4.2.2 기본 운전조건에서 시뮬레이션 결과

4가지 창호모델의 냉난방에너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본운전조건을
적용하였을 때의 연간 냉난방부하량을 월단위로 계산하여 비교하였다(그
림 55).
냉난방부하량은 EnergyPlus의 IdealLoadAirSystem을 통해 얻어진 것
으로 냉난방 설정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열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냉난방설비의 에너지효율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기본운전조건의 조합은 운전시간 09:00-18:00(9시간), 냉난방 설정온도
난방 20℃, 냉방 26℃, 기본 침기량 0.5 ACH, 출입침기량은 0.5 ACH로
설정되었다. 시뮬레이션에서 냉난방설비와 조명/사무기기, 출입침기량의
적용은 설정된 운전시간에 맞춰 실시된다.
기본 운전조건에서 시뮬레이션 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창호모델에서 냉
방 부하량이 난방부하량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투명유리 복층창호인
CL24 창호모델의 경우 연간 난방부하량이 6,103 kWh, 연간 냉방부하량
이 88,163 kWh이며 연간 전체 부하량의 93.5%를 차지해 냉방부하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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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 높았다 (표 29).
Low-e 창호인 LE24 창호모델의 경우 CL24 모델과 유사하게 난방부
하량이 6,697 kWh로 전체 부하량의 7.8%, 냉방부하량이 79,711 kWh로
92.2%를 차지하여 냉방부하량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BIPV와 TI24모델
의 경우 난방부하량은 각각 19,100 kWh, 16,339 kWh로 전체 부하량의
24.7%, 22.7%를 차지하여 CL24, LE24 모델에 비해 높은 비율을 나타냈
다.
이러한 차이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냉난방부하를 구성하는 주요 요
인인 창호의 열획득, 창호의 일사열획득, 침기로 인한 열획득, 실내발열
부하를 비교하였다.(그림 56).

[그림 55] 기본 운전조건에서 월별 냉난방부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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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기본 운전조건에서 냉난방부하량
연간부하 부하비중
Model
(MWh)
(%)
난방
6.1
6.5%
CL24 냉방
88.2
93.5%
합계
94.3
난방
19.1
24.7%
BIPV 냉방
58.1
75.3%
합계
77.2
난방
16.3
21.0%
TI24 냉방
61.4
79.0%
합계
77.7
난방
6.7
7.8%
LE24 냉방
79.7
92.2%
합계
86.4

절감량
(MWh)

-13.0
30.1
17.1
-10.2
26.8
16.5
-0.6
8.5
7.9

절감률
(%)

-212.9%
34.1%
18.1%
-167.7%
30.4%
17.5%
-9.7%
9.6%
8.3%

기본 운전조건에서 모든 창호에서 일사열획득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특히 CL24 모델과 다른 모델의 차이가 가장 큰 것은 일사열획득과 창
을 통한 열획득이다. 이는 SHGC가 낮으면 일사유입이 감소하고 일사량
의 상당부분이 유리에 흡수되어 열로 전환되거나 반사되기 때문이다
(Yoon et al., 2013). 반사율이 높은 LE24 모델과 비교하여 흡수율이 높
은 TI24 모델은 일사열획득이 가장 낮고 창을 통한 열손실도 가장 낮다.
BIPV 모델도 투광형 BIPV 창호의 일사 흡수율이 높기 때문에 유사한
경향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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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기본운전조건에서 월별 열획득; (a) 창을 통한 열획득, (b)
일사열획득, (c) 침기열획득, (d) 내부부하 열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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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운전조건 변화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

기본 운전조건을 바탕으로 4가지 운전조건 변수인 운전시간, 냉난방
설정온도, 출입침기량, 내부부하가 변하는 경우에 대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4.3.1 운전시간의 변화

먼저 운전시간이 점차 증가하도록 Case 1-4를 설정한 후 운전시간의
변화에 따른 냉난방부하량 변화에 대해 분석하였다(그림 57).
CL24 모델의 경우 운전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난방부하량은 Case
1(09:00-17:00, 8H)의 5.765 kWh에서 Case 4(08:30-19:30, 11H)의 7,061
kWh로 증가하며 증가율은 22.5%로 나타났다. 냉방부하량은 Case 1의
80,757 kWh에서 Case 4의 경우 100,630 kWh로 증가하여 24.6%의 증
가율을 나타낸다. 증가율은 큰 차이가 없으나 실제 전체 부하량에서 냉
방부하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실제 증가량은 냉방부하량이 10
배 이상 많다.
BIPV 모델의 경우 Case 1과 비교하여 Case 4에서 난방부하량과 냉방
부하량의 증가율이 17.4%, 28.2%로 냉방부하량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
다. CL24과 비교하여 BIPV 모델의 냉난방부하량 절감률이 Case 2에서
18.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Case 4에서 17.3%로 가장 낮게 나타났
다. 실제 절감량은 Case 1에서 15,521 kWh이며 Case 4에서 18,664 kWh
로 나타났다. 운전시간이 증가할수록 전체부하량이 상승하기 때문에 절
감률이 낮아져도 실제 절감량은 증가하게 된다. TI24 모델의 경우 Case
1, 2에서 17.5%의 절감률을 나타내고 Case 4에서 16.7%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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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24 모델은 절감률이나 절감량에서 BIPV 모델과 유사한 특성을 나타
낸다.
LE24 모델은 운전시간의 변화해도 절감률이 8.3-8.2%로 일정하게 나
타났다. CL24 모델과 비교한 절감률과 절감량은 BIPV 모델이 가장 높
게 나타났고 TI24 모델은 이보다 약간 낮은 값을 나타냈다. LE24 모델
은 가장 낮은 성능을 보였다.
모든 모델에서 CL24 모델과 비교한 연간 냉방방부하의 절감량은 운전
시간이 증가할수록 늘어나는 특성을 나타내었다(표 30).

[그림 57] 운전시간에 따른 냉난방부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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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0> 운전시간 변화에 따른 냉난방부하량
난방 냉방 합계 절감량 절감률
운전조건 창호
모델 (MWh) (MWh) (MWh) (MWh) (%)
CL24
5.8 80.8
86.5
Case 1 BIPV 18.4 52.6
71.0
15.5 17.9%
09:0015.7 55.8
71.4
15.1 17.5%
17:00 TI24
LE24
6.5 72.9
79.4
7.2 8.3%
CL24
6.1 88.2
94.3
Case 2 BIPV 19.1 58.1
77.2
17.1 18.1%
09:0016.3 61.4
77.7
16.5 17.5%
18:00 TI24
LE24
6.7 79.7
86.4
7.9 8.3%
CL24
6.8 94.3 101.1
Case 3 BIPV 20.7 62.7
83.4
17.7 17.5%
08:3017.8 66.2
84.0
17.1 16.9%
18:30 TI24
LE24
7.5 85.2
92.7
8.3 8.3%
CL24
7.1 100.6 107.7
Case 4 BIPV 21.6 67.5
89.0
18.7 17.3%
08:3018.5 71.1
89.7
18.0 16.7%
19:30 TI24
LE24
7.8 91.1
98.9
8.8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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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냉난방설정온도의 변화

다음으로 냉난방설정온도를 난방설정온도 20℃, 냉방설정온도 26℃를
기준으로 2℃ 씩 변화할 때 창호모델별 냉난방부하량 및 CL24 모델 대
비 연간 냉난방부하 절감량을 살펴보았다(그림 58).
Case 1에서 난방설정온도는 20℃, 냉방설정온도는 26℃이며 Case 2에
서 난방설정온도는 2℃ 상승한 22℃로 설정되었고 냉방설정온도는 동일
하다. 따라서 모든 창호모델에서 냉방부하량은 큰 변화가 없고 난방부하
량이 증가하는데 특히 BIPV, TI24 모델에서 크게 증가한다. 이로 인해
BIPV, TI24 모델의 절감률은 Case 1의 18.1%, 17.5%에서 12.6%, 12.7%
로 낮아진다. LE24 모델의 경우 전체 부하량 절감률이 8.3%에서 7.4%로
낮아진다. LE24 모델은 BIPV, TI24 모델과 비교하여 절감률이 크게 낮
아지지 않는다.
Case 3은 난방온도 22℃, 냉방온도 24℃로 설정되어 Case 2에 비해 냉
방온도는 2℃ 낮게 설정되어 냉방부하량이 증가하게 된다. CL24 모델의
경우 연간 냉방부하 증가율은 28.8%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BIPV, TI24,
LE24 모델은 냉방부하량 증가율은 24.4%, 25.0%, 25.4%로 나타났다. 따
라서 냉방온도를 낮출 경우 BIPV, TI24, LE24 모델의 연간 냉난방부하
절감률이 높아진다.
난방설정온도가 24℃로 상승하는 Case 4의 경우 Case 2와 동일하게
CL24 모델보다 BIPV, TI24 모델의 난방부하량 증가가 크게 나타나므로
연간 냉난방부하 절감률은 더욱 낮아지게 된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난방설정온도의 상승은 BIPV, TI24 모델의 난방
부하량을 높여 절감률이 낮아진다. 이처럼 BIPV, TI24 모델의 경우 난
방설정온도의 상승으로 인한 난방부하 증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냉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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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절감률에 악영향을 받는다.
LE24 모델의 경우 BIPV, TI24 모델에 비해 냉난방설정온도가 변해도
부하 절감률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BIPV, TI24 창호모델에서 Case 1의 연간 냉난방부하 절감량이
가장 크게 나타난다. 냉난방설정온도의 경우에는 연간 냉난방부하 절감
률이 크게 낮아지기 때문이다. 냉난방부하 절감량은 Case 1, Case 3에서
는 BIPV 모델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반면 Case 3, Case 4에서는 TI24
모델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표 31). LE24 모델은 Case 3에서 가장 큰 절
감량을 나타내며 BIPV, TI24 모델과 비교할 때 Case 4에서 절감량의 차
이가 가장 작았다.

[그림 58] 냉난방온도에 따른 냉난방부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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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냉난방설정온도 변화에 따른 냉난방부하량
난방 냉방 합계 절감량 절감률
운전조건 창호
모델 (MWh) (MWh) (MWh) (MWh) (%)
CL24
6.1 88.2 94.3
Case 1 BIPV 19.1 58.1 77.2
17.1 18.1%
20℃,
16.3 61.4 77.7
16.5 17.5%
26℃ TI24
LE24
6.7 79.7 86.4
7.9 8.3%
CL24 11.4 88.2 99.6
-Case 2 BIPV 28.9 58.1 87.0
12.6 12.6%
22℃,
25.5 61.4 86.9
12.7 12.7%
26℃ TI24
LE24 12.4 79.8 92.2
7.4 7.4%
CL24 11.5 113.6 125.1
Case 3 BIPV 29.0 79.3 108.3
16.8 13.4%
22℃,
25.5 83.1 108.7
16.4 13.1%
24℃ TI24
LE24 12.5 103.1 115.6
9.5 7.6%
CL24 19.3 114.4 133.7
Case 4 BIPV 41.2 79.7 120.9
12.8 9.6%
24℃,
37.1 83.6 120.7
13.0 9.7%
24℃ TI24
LE24 20.6 103.8 124.4
9.4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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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출입침기량의 변화

창문이나 출입문이 개폐되면서 발생하는 출입침기의 변화에 따른 연간
냉난방부하량과 창호모델별 에너지절감량의 변화을 살펴보았다(그림
59).
건물의 외피를 통한 상시 침기량을 0.5 ACH로 설정하고 운전시간의
출입침기량이 0.5, 1.0, 1.5, 2.0 ACH로 변화하는 경우에 연간 냉난방부하
량의 변화를 살펴보면 창호모델별로 큰 차이가 나타났다.
CL24 모델은 출입침기량이 증가하면 난방부하량은 증가하지만 냉방부
하량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E24 모델의 경우도 CL24 모델과 같
이 난방부하량은 증가하지만 냉방부하량은 감소하였다. 반면 BIPV,
TI24 모델은 난방부하량은 증가하지만 냉방부하량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출입침기량이 가장 작은 Case 1과 가장 큰 Case 4를 비교하면 CL24,
BIPV, TI24, LE24의 연간 냉난방부하량은 각각 14,455 kWh, 23,950
kWh, 22,939 kWh, 12,327 kWh가 증가하였다. BIPV, TI24 모델은 CL24
모델보다 연간 냉난방부하량이 크게 증가하므로 연간 냉난방부하량 절감
률과 절감량이 크게 낮아진다.
LE24 모델은 CL24 모델보다 연간 냉난방부하 증가량이 작게 나타난
다. 따라서 CL24 모델 대비 연간 냉난방부하량 절감률이 높아진다.
앞서 살펴본 운전시간, 냉난방설정온도 변화의 Case에서는 BIPV,
TI24 모델의 냉난방부하 절감률이나 절감량이 LE24 모델보다 높게 나타
나지만 출입침기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LE24 모델의 절감률이나 절감
량이 더 높아진다.
BIPV, TI24 모델은 출입침기량이 증가할수록 점차 연간 냉난방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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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감량이 줄어들지만 LE24 모델은 점차 절감량이 늘어난다. 따라서
Case 3에서 역전이 일어나며 Case 4에서 BIPV, TI24, LE24 모델의 연
간 냉난방부하 절감량은 7,583 kWh, 8,037 kWh, 12,090 kWh로 계산되
었으며 LE24모델이 가장 높은 절감량을 보이며 BIPV모델이 가장 낮은
절감량을 나타낸다.
BIPV 모델은 다른 창호모델과 비교하여 Case 1에서 가장 절감량이
높았으나 Case 4에서는 가장 낮은 절감량을 나타내어 침기량 변화에 매
우 민감하게 반응하며 악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2). 이는 앞서
난방온도의 상승에 따른 난방부하 증가의 영향과 동일하다. 따라서
BIPV 모델은 난방부하가 증가할 때 에너지절감효과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9] 출입침기량에 따른 냉난방부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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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출입침기량 변화에 따른 냉난방부하량
난방 냉방 합계 절감량 절감률
운전조건 창호
모델 (MWh) (MWh) (MWh) (MWh) (%)
CL24
6.1 88.2 94.3
17.1 18.1%
Case 1 BIPV 19.1 58.1 77.2
0.5ACH TI24 16.3 61.4 77.7
16.5 17.5%
LE24
3.0 81.3 84.3
10.0 10.6%
CL24 10.7 87.0 97.7
13.0 13.3%
Case 2 BIPV 26.5 58.2 84.7
1.0ACH TI24 23.4 61.4 84.8
12.9 13.2%
LE24
6.7 79.7 86.4
11.3 11.5%
CL24 16.6 86.1 102.8
10.0 9.7%
Case 3 BIPV 34.4 58.4 92.8
1.5ACH TI24 31.1 61.5 92.5
10.2 10.0%
LE24 12.0 78.9 90.9
11.9 11.6%
CL24 23.1 85.6 108.7
7.6 7.0%
Case 4 BIPV 42.5 58.6 101.1
2.0ACH TI24 39.0 61.7 100.7
8.0 7.4%
LE24 18.4 78.2 96.6
12.1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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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내부부하의 변화

조명/사무기기, 재실인원으로 인한 내부발열부하가 변화하는 경우의
냉난방부하량과 절감률을 분석하였다(그림 60).
Case 1은 대상 건물의 실측된 재실인원과 전략소비량에 의해 결정된
재실자 밀도를 0.11인/m², 조명/사무기기의 밀도를 4 W/m², 6 W/m²(합
계10W/m²)를 적용하였으며 점차 재실인원이 0.25인/m²로 증가하고 조명
/사무기기의 전력밀도도 재실인원에 비례하여 증가하도록 Case를 설정
하였다.
모든 창호에서 내부발열부하의 증가에 따라 난방부하량은 감소하고 냉
방부하량은 증가한다. 하지만 기본 운전조건에서 모든 창호모델의 냉방
부하가 난방부하보다 크기 때문에 연간 냉난방 부하의 합계는 내부발열
부하가 증가할수록 커진다.
CL24 모델의 경우 Case 1과 Case 4를 비교하면 연간 냉난방부하가
94,266 kWh에서 142,782 kWh로 48,515 kWh, 51.5%의 증가를 보인다.
하지만 BIPV, TI24 모델의 경우 31,983 kWh(41.4%), 34,881
kWh(44.9%)가 증가하였다. BIPV, TI24 모델은 CL24 모델에 비해 냉방
부하 증가율이 낮기 때문에 내부부하가 증가할수록 CL24 모델에 비해
연간 절감량이 높아진다.
반면 LE24 모델의 경우 Case 1과 비교하여 Case 4에서의 연간냉난방
부하가 49,787 kWh(59.1%) 증가하여 CL24 모델보다 높았다. 따라서
CL24 모델과 비교한 연간 절감률이 낮아진다.
Case 1에서 Case 4까지 단계적으로 Case가 변화할 때 BIPV, TI24 모
델은 절감량도 늘어나고 절감률도 높아진다. 반면 LE24 모델의 경우 절
감량과 절감률이 모두 낮아진다.
- 135 -

다른 창호모델과 비교하여 BIPV 모델은 모든 운전조건에서 가장 낮은
냉난방부하량을 나타내며 CL24, LE24 모델에 비해 특히 높은 효과를 나
타낸다.
따라서 재실인원이 증가하고 조명/사무기기의 부하밀도도 비례하여 늘
어나는 경우에는 BIPV와 TI24 모델의 냉난방부하 감소효과가 높아져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다. 반면 LE24 모델의 경우 약간의 변화만 발생
할 뿐 크게 감소효과가 변화하지 않는다(표 33).

[그림 60] 내부부하에 따른 냉난방부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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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내부부하 변화에 따른 냉난방부하량
난방 냉방 합계 절감량 절감률
운전조건 창호
모델 (MWh) (MWh) (MWh) (MWh) (%)
6.1 88.2
94.3
Case 1 CL24
77.2
17.1 18.1%
10W/m² BIPV 19.1 58.1
0.11인 TI24 16.3 61.4
77.7
16.5 17.5%
/m² LE24
3.0 81.3
84.3
10.0 10.6%
3.6 104.0 107.7
Case 2 CL24
85.1
22.5 20.9%
15W/m² BIPV 13.8 71.4
0.15인 TI24 11.3 75.3
86.6
21.0 19.5%
/m² LE24
3.8 95.5
99.4
8.3 7.7%
1.9 122.3 124.2
Case 3 CL24
95.9
28.3 22.8%
20W/m² BIPV 8.9 87.0
0.20인 TI24
7.1 91.3
98.4
25.8 20.8%
/m² LE24
1.9 113.8 115.7
8.6 6.9%
0.9 141.9 142.8
Case 4 CL24
33.6 23.5%
25W/m² BIPV 5.4 103.8 109.2
0.25 TI24
4.1 108.5 112.6
30.2 21.1%
/m² LE24
0.8 133.3 134.1
8.7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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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 운전조건의 변화에 따른 영향분석

지금까지 운전시간, 냉난방 설정온도, 출입침기량, 내부부하의 4가지
운전조건 변화에 따른 창호모델별 연간 냉난방부하량 변화와 CL24 모델
과 비교한 다른 창호의 연간 냉난방부하량의 절감효과를 살펴보았다.
운전시간이 증가할 때 모든 창호 모델에서 유사한 비율로 냉난방부하
가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CL24 모델 대비 다른 창호모델의 연간 냉난
방부하 절감률은 큰 영향을 받지 않으며 다만 연간 냉난방부하가 증가하
므로 실제 절감량은 늘어났다.
냉난방 설정온도의 경우 난방온도가 높아지면 CL24와 비교하여 BIPV,
TI24의 난방부하량 증가가 더 크게 나타나 냉난방부하량 절감률이 낮아
진다. 냉방온도가 낮아지는 경우 CL24모델에 비해 BIPV, TI24, LE24 모
델의 냉방부하량 증가가 적어서 절감량과 절감률이 증가한다.
출입침기량이 증가하는 경우 모든 창호모델에서 난방부하량이 증가하
는데 BIPV, TI24 모델의 경우 CL24 모델보다 증가율이 더 크게 나타나
고 LE24 모델의 경우 증가율이 낮게 나타난다. 따라서 출입침기량이 증
가하는 경우 BIPV, TI24 모델은 절감률이 낮아진다. 반면 LE24 모델의
경우 BIPV, TI24 모델보다 절감률과 절감량이 높아져 침기량이 높은 경
우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발열부하가 증가하는 경우 모든 창호모델에서 전체 냉난방부하량
은 증가한다. CL24와 비교하여 BIPV, TI24의 경우 연간 냉난방부하의
증가량이 적어서 절감률과 절감량이 높아진다.
이상의 결과를 살펴볼 때 SHGC가 낮은 BIPV 모델의 연간 냉난방부
하 감소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난방부하의 증가를 가져오는 난방온도의
상승을 억제하는 운전관리가 요구되며 출입침기량을 줄이기 위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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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이 필요하다. 반면 냉방부하의 증가를 가져오는 운전시간, 냉방온도
하락과 내부부하의 증가는 BIPV, TI24 모델의 절감량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BIPV 창호의 냉난방부하량 절감효과를 높이기 위한 운전조건 관리측
면에서 냉난방 설정온도나 출입침기량은 다른 운전조건에 비해 통제가
용이하다. 냉난방설정온도의 경우 EHP의 중앙제어를 통해 관리할 수 있
으며 출입침기량은 회전문, 전실, 에어커튼의 설치를 통해 크게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arlsson, 2013; 임정환, 2013). 따라서 BIPV
모델은 건물의 적절한 운전관리를 통해 연간 냉난방부하를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기술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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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복합운전조건에서의 시뮬레이션 결과

이번 절에서는 냉난방부하가 증가되도록 운전조건을 조합한 경우의 연
간 냉난방부하량을 비교하였다.
4.4.1 복합운전조건 설정

먼저 운전조건의 조합은 모든 운전조건이 냉난방부하가 증가하는 방향
으로 조합하여 구성하였다. 각각의 운전조건이 가져오는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운전조건이 복합되어 냉난방부하가 증가하는 경우의
냉난방에너지 절감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이러한 운전조건의 설정이 제안
되었다. 따라서 복합운전조건의 Case는 표 34의 모든 운전조건에 대해
세로축으로 동일한 Case별로 조합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표 34> 복합운전조건의 설정
운전조건 Case 1
Case 2
Case 3
Case 4
09:00-18:00 08:30-18:30 08:30-19:30
운전시간 09:00-17:00
(8 시간) (9 시간) (10 시간) (11 시간)
냉난방 난방 : 20℃ 난방 : 22℃ 난방 : 22℃ 난방 : 24℃
설정온도 냉방 : 26℃ 냉방 : 26℃ 냉방 : 24℃ 냉방 : 24℃
출입
침기량 0.5 ACH 1.0 ACH 1.5 ACH 2.0 ACH
조명/사무기기 조명/사무기기 조명/사무기기 조명/사무기기
W/m² 15 W/m² 20 W/m² 25 W/m²
내부부하 10재실자
재실자
재실자
재실자
0.11인/m² 0.15인/m² 0.20인/m² 0.25인/m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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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복합운전조건에 따른 냉난방에너지 결과

냉난방부하가 증가하도록 Case 1-Case 4를 설정하고 시뮬레이션을 통
해 창호모델별 연간 냉난방부하를 비교하였다(그림 61).
모든 창호에서 Case 1-Case 4를 비교하면 난방부하량과 냉방부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냉방부하량이 난방부하량에 비해 더 크게 증가한다
(표 35).
냉난방부하에 영향을 미치는 창호 열획득, 일사 열획득, 침기 열획득,
내부부하 열획득의 변화를 살펴보면 창호 열획득, 일사 열획득은 큰 변
화를 보이지 않고 침기 열획득과 내부부하 열획득이 증가한다(그림 62).
CL24 모델과 비교하여 다른 창호모델의 연간 냉난방부하 절감률은
Case 1에 비해 냉난방부하가 증가하면서 점차 낮아진다. 하지만 실제 절
감량은 BIPV, TI24 모델의 경우 Case 3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
앞절의 분석결과를 보면 냉방부하를 증가시키는 냉방온도 하락, 내부
부하 증가는 BIPV 모델의 절감효과를 높이고 난방부하를 증가시키는 난
방온도 상승, 침기량 증가는 BIPV 모델의 절감효과에 악영향을 준다.
따라서 서로 반대의 효과를 나타내는 내부부하와 침기부하의 영향이
상쇄되면 절감효과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냉난방설정온도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난방온도가 상승하는 Case 2와 4의 경우 연간 냉난방
부하 절감효과가 크게 낮아지지만 냉방설정온도가 낮아지는 Case 3에서
는 연간 냉난방부하 절감효과가 높아져서 실제 CL24 모델 대비 BIPV,
TI24 모델의 연간 냉난방부하 절감량이 가장 크게 나타난다.
LE24 모델의 경우 연간 냉난방부하 절감량이나 절감률이 BIPV, TI24
모델에 비해 낮지만 냉난방부하가 커질수록 BIPV, TI24와의 절감효과
차이가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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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복합운전조건에서 냉난방부하량

[그림 62] 복합운전조건에서 연간 열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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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복합운전조건의 냉난방부하량
운전조
건
Case 1
Case 2
Case 3
Case 4

창호 난방
냉방
합계
모델 (MWh) (MWh) (MWh)
CL24
5.7
81.2
86.8
BIPV
18.4
52.6
71.0
TI24
15.7
55.8
71.4
LE24
6.5
72.9
79.4
CL24
13.4
102.3 115.7
BIPV
31.1
71.1 102.2
TI24
27.5
75.0 102.5
LE24
14.5
94.0 108.5
CL24
17.4
161.7 179.1
BIPV
35.7
123.9 159.5
TI24
32.1
128.6 160.7
LE24
18.4
151.1 169.5
CL24
34.3
179.5 213.9
BIPV
57.5
142.7 200.2
TI24
53.3
147.3 200.6
LE24
35.4
169.5 204.9

절감량
(M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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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15.4
7.5
13.5
13.2
7.2
19.6
18.4
9.6
13.7
13.3
9.0

대비 Case 1 대비
절감률 앞Case
절감량
절감량
(%)
(MWh)
(MWh)
18.2%
17.8%
8.6%
28.9
28.9
11.7%
31.2
31.2
11.4%
31.1
31.1
6.2%
29.1
29.1
63.4
92.2
10.9%
57.3
88.5
10.3%
58.2
89.3
5.4%
61.0
90.1
34.8
127.0
6.4%
40.7
129.2
6.2%
39.9
129.2
4.2%
35.4
125.5

4.5 냉난방설비를 고려한 냉난방에너지 분석

건물의 냉난방부하는 냉난방설비를 통해 에너지소비로 전환되며 냉난
방설비의 효율에 따라 에너지소비량이 달라진다(Evola, 2016).
또한 에너지원이 상이한 경우 이를 1차 에너지로 전환해야 정확한 비
교가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사무용 건물에서 주로 사용되는 냉난방 겸용 EHP, 지
열원 열펌프 (Ground source heat pump : GSHP), 가스보일러 + 냉방
EHP를 적용하여 냉난방에너지소비량을 계산하였고 에너지공단에서 제
시하는 에너지원에 따른 1차 에너지 환산기준을 적용하여 냉난방에너지
소비량을 비교하였다.
4.5.1 1차 에너지 환산

실제 건물의 에너지소비량을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냉난방설비의 에너
지 성능계수 (Coefficient of Performance: COP)는 한국기후조건에서 연
구된 문헌을 바탕으로 결정하였다.
냉난방 겸용 EHP의 경우 최근 사무용 건물에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
는 냉난방설비이며 실제 분석대상 건물에 적용된 시스템이다. EHP의 경
우 공기열원을 이용한 열펌프로 외기의 영향을 받아 COP가 변하므로
지역별 기후조건에 따라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대구지역의 COP를 계
산한 연구문헌을 참조하여 대구지역의 냉난방 COP를 적용하였다(강은
철, 2015).
다음으로 신재생에너지의무화제도에 따라 공공 사무용건물에 많이 적
용되고 있는 GSHP는 지중열원을 활용하므로 외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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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국내 기후조건에서 사무용건물을 대상으로 TRNSYS 시뮬레
이션을 통해 GSHP의 COP를 계산한 연구 결과를 참조하여 냉난방 COP
를 적용하였다(손병후, 2014).
가스보일러 + 냉방용 EHP의 경우 소규모 사무용건물에 사용되는 전
통적인 냉난방설비로 가스보일러의 열효율은 한국 정부에서 정한 고효율
기기 인증기준을 적용하였고(산업통상자원부, 2018) 냉방용 EHP의 경우
냉난방겸용 EHP와 동일한 냉방 COP를 적용하였다(표 36).
다음으로 냉난방설비의 효율을 통해 계산한 냉난방에너지는 에너지원
이 전력과 가스를 차이가 있으므로 비교를 위해 최종적으로 1차 에너지
로 환산하였다.
EHP와 GSHP는 전력을 사용하므로 냉난방부하량을 전력소비량으로
계산하여 냉난방부하량과 비교하였고 EHP, GSHP, 가스보일러+EHP의
비교를 위해 1차 에너지로 환산하여 종합 비교를 실시하였다.
1차 에너지 환산은 국가별로 에너지 효율 및 발전 연료의 구성비가 다
르기 때문에 에너지공단에서 제시한 환산계수를 적용하였다(표 37).
냉난방부하의 1차 에너지 환산은 식(16)과 같이 나타난다.
   × 
   ÷ 

여기서
Ep = Primargy energy consumption,
Fc = Conversion factor from heating & cooling loads
to primary energy,
EL = Cooling & Heating Loads,
Cp = Conversion factor from fuel to primary energy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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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7)

<표 36> 냉난방설비의 에너지 성능계수
냉난방시스템
난방 COP
EHP
2.27
GSHP
3.37
가스보일러+EHP
0.88
<표 37> 우리나라의 1차 에너지 환산계수
에너지원
1차 에너지 환산계수
화석연료
1.1
전력
2.75
지역난방
0.728
지역냉방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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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방 COP
2.51
4.28
2.51

4.5.2 1차 에너지소비 비교

EnergyPlus의 IdealLoadAirSystem로 계산된 냉난방 부하량을 EHP,
GSHP, 가스보일러 + EHP를 적용하여 실제 에너지소비량으로 계산하였
다.
먼저 냉난방부하량과 설비효율을 감안한 실제 에너지 소비량을 비교하
기 위해 EHP, GSHP의 전력소비량을 계산하여 비교하였다.
먼저 건물에 실제 설치된 냉난방겸용 EHP를 적용하였을 때의 냉난방
전력소비량을 비교하였다(그림 63). 냉난방부하량을 기준으로 작성된 그
림 61와 비교하면 건물의 연간 냉난방부하량와 냉난방전력소비량은 큰
차이를 나타낸다. EHP의 난방 COP, 냉방 COP가 2.27, 2.51로 높기 때문
에 냉난방부하량에 비해 냉난방전력소비량이 크게 줄어든다. 또한 난방
COP와 냉방 COP의 차이로 인해 냉난방의 비중도 달라진다.
Case 1과 Case 3의 경우 BIPV, TI24 모델이 유사한 연간 냉난방부하
를 나타내지만 BIPV 모델보다 TI24 모델의 냉방부하량이 크기 때문에
TI24 모델의 전력소비가 BIPV보다 줄어든다. Case 2, Case 4의 경우 냉
방부하량이 큰 LE24 모델에서 다른 창호모델보다 전력소비량이 줄어든
다.
다음으로 GSHP를 적용한 경우의 전력소비량을 비교하였다(그림 64).
GSHP의 경우 COP가 높고 난방COP와 냉방COP의 차이가 EHP보다 크
다. 이로 인해 EHP보다 전력소비량이 감소하고 CL24 모델과 다른 창호
모델의 전력소비량 차이가 줄어든다. EHP와 GSHP에서는 냉방부하의
비중이 높을수록 전력소비량이 더 감소된다. 따라서 CL24, LE24 모델의
경우 BIPV, TI24 모델과 비교하여 전력소비량이 감소된다. 따라서
CL24 모델과 비교하여 다른 창호모델의 연간 냉난방전력소비 절감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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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난방부하량 절감률보다 낮아진다.
특히 BIPV, TI24 모델의 절감률이 더 낮아지며 LE24 모델과 비교하
여 절감률의 차이가 줄어든다.
BIPV와 TI24 모델을 비교하면 연간 냉난방부하 절감률은 모든 Case
에서 BIPV 모델이 약간 더 크게 나타났지만 EHP, GSHP를 적용했을
때는 Case에 따라 TI24 모델의 절감률이 BIPV보다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스보일러 + EHP를 이용한 경우를 포함하여 3가지 냉난
방설비의 에너지소비량을 1차 에너지로 환산하여 비교하였다.(그림 65,
표 37)
그림 65에서 냉난방겸용 EHP와 가스보일러 + 냉방용 EHP의 1차 에
너지 사용량이 매우 비슷하게 나타난다. 이는 냉난방부하를 1차 에너지
소비로 바꾸는 환산계수 Fc가 비슷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냉방운전의
경우 두 종류의 냉난방시스템이 동일한 냉방 COP를 가지며 난방운전을
위한 EHP의 Fc = 2.75/2.27 = 1.21와 가스보일러의 Fc = 1.1/0.88 = 1.25
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냉난방겸용 EHP와 가스보일러 + 냉방용 EHP
의 1차 에너지 환산결과는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
GSHP의 1차 에너지 소비량을 냉난방겸용 EHP, 가스보일러 + 냉방용
EHP와 비교하면 1차 에너지소비량이 40.6%-38.5% 감소하여 매우 큰 절
감효과를 나타낸다.
BIPV 모델의 1차 에너지소비 절감률은 Case 1에서 14.0%(GSHP)16.6%(EHP)로 나타나며 Case 4에서는 4.7%(GSHP)-6.4%(EHP)로 낮아
진다. TI24 모델은 BIPV 모델과 유사한 1차 에너지 소비량을 나타내고
LE24 모델은 모든 Case에서 BIPV, TI24 모델에 비해 1차 에너지 사용
량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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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에너지소비 절감률이 아닌 절감량을 살펴보면 다른 결과를 나타낸
다(표 38). 절감량은 전체 냉난방에너지소비량과 절감률을 곱한 것으로
Case 1에서 Case 4로 갈수록 냉난방에너지소비량이 커짐에 따라 절감률
이 낮아져도 실제 절감량은 커진다. BIPV 모델의 경우 Case 1에서
Case 4의 순서대로 절감률이 낮아지지만 실제 절감량은 Case 3에서 가
장 높은 절감량을 나타내었다. TI24모델의 경우 BIPV모 델과 유사하게
Case 3에서 가장 높은 절감량을 나타내고 LE24 모델의 경우 Case 4에
서 가장 높은 절감량을 나타내었다.
이상으로 사무용건물에 적합한 냉난방설비를 적용하여 실제 에너지소
비량을 비교하였다. 또한 1차 에너지로 전환하여 냉난방설비의 적용효과
를 분석하였다.
1차 에너지로 전환하여 에너지소비량을 분석한 결과 냉난방부하량의
경우와 비교하여 절감률은 낮아지고 BIPV, TI24, LE24 모델간의 절감률
및 절감량 차이는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GSHP를 적용한 경
우 1차 에너지 소비량이 크게 감소하고 또한 창호모델별 에너지 소비량
의 차이도 줄어들었다.
하지만 모든 냉난방설비에서 CL24 모델 대비 BIPV, TI24, LE24 모델
의 에너지 절감효과가 나타났고 BIPV 모델은 다수의 운전조건과 냉난방
설비조건에서 가장 높은 절감효과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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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복합운전조건에서 EHP의 냉난방전력소비량

[그림 64] 복합운전조건에서 GSHP의 냉난방전력소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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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 복합운전조건에서 1차 에너지 소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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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복합운전조건에서 1차 에너지 소비량 (단위 : MWh)
EHP
GSHP 가스보일러+EHP
운전조건 창호
모델 소비량 절감량 소비량 절감량 소비량 절감량
CL24 95.8
56.8
96.0
BIPV 79.9 15.9 48.8 8.0 80.6 15.4
Case1
TI24 80.1 15.7 48.6 8.2 80.7 15.4
LE24 87.7 8.1 52.1 4.7 87.9 8.1
CL24 128.4
76.7
128.9
BIPV 115.6 12.7 71.1 5.6 116.8 12.1
Case2
TI24 115.5 12.9 70.6 6.1 116.5 12.3
LE24 120.6 7.8 72.2 4.5 121.1 7.8
CL24 198.2
118.1
198.9
BIPV 178.9 19.3 108.7 9.4 180.3 18.6
Case3
TI24 179.8 18.4 108.8 9.3 181.0 17.9
LE24 187.8 10.4 112.1 6.0 188.5 10.4
CL24 259.1
155.6
260.4
BIPV 242.5 16.6 148.3 7.3 244.7 15.7
Case4
TI24 243.0 16.1 148.1 7.4 245.0 15.4
LE24 248.2 10.9 149.3 6.3 249.6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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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투광형 BIPV창호의 환경-경제적 평가

3장에서 투광형 BIPV 창호가 적용된 실제 건물의 연간 발전량 및 에
너지소비량을 측정하고 4장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여러 종류의 창호모
델에서 운전조건에 따른 냉난방부하량과 에너지소비량을 비교하여 투광
형 BIPV 창호의 냉난방에너지 절감효과를 분석하였다.
5장에서는 3장과 4장에서 정리한 시스템 제원과 에너지 성능 데이터를
이용하여 투광형 BIPV창호의 환경, 경제적 평가를 실시하고자 한다.
투광형 BIPV창호는 제로에너지건축물을 위한 패시브요소와 액티브요
소를 동시에 갖고 있다(Khai Ng, 2014). 따라서 2가지 측면을 평가하기
위해 비교대상은 패시브요소인 대안창호와 액티브요소인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발전설비를 선정하였다.
창호의 경우 시뮬레이션에서 비교대상으로 활용된 열선흡수유리,
Low-e 유리를 비교하였고 태양광발전설비는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결정질 실리콘 모듈을 이용한 소규모 태양광발전소를 비교대상
으로 선정하였다.
환경적 성능 평가지표는 EPBT를 이용하였고 경제적 성능 평가지표는
PBP를 적용하였다.
패시브 요소인 대안창호의 경우 투명유리 창호와 비교하여 추가 투입
되는 내재에너지가 크지 않으므로 환경적 평가에 포함하지 않고 경제적
평가만 실시하였다. 액티브 요소인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발전설비는 환
경, 경제적 평가를 위한 비교대상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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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환경-경제적 평가 방법

환경, 경제적 평가를 위해 태양광발전시스템을 포함한 재생에너지시스
템에 대한 LCA와 LCCA의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통해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Varun et al., 2009).
앞서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환경, 경제적 평가를 위해 발전시스템
의 각 요소별 제조, 운반, 설치, 폐기를 포함한 전과정에 투입되는 에너
지와 물질을 파악하고 이를 환경적 측면에서는 투입에너지, 경제적 측면
에서 투입비용으로 환산하여 입력변수로 활용해야 한다(Pacca et al.,
2007).
기존의 태양광발전시스템의 환경, 경제적 평가연구에서 폐기단계는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태양광모듈 등의 폐기 및 재활용에 대한 표
준사례나 연구가 미진하기 때문이다(Jungbluth, 2012). 이 연구에서 적용
한 Wild-scholten(2013)의 분석결과에도 폐기에 대한 분석이 생략되었다.
투광형 BIPV의 환경, 경제적 평가를 위해 다음과 같은 BIPV의 특성
을 감안하였다.
첫째, 에너지투입 측면에서 기존의 외피자재를 대체하므로 이를 제외
한 추가투입분에 대해 계산하였다.
둘째, 에너지생산 측면에서 태양광 발전과 함께 건물의 냉난방에너지,
조명에너지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 연구의 대상건물은 조명에너지소비가
낮고 주광유입을 고려해 설계되었으므로 조명에너지소비영향은 제외한
다. 따라서 BIPV설치에 따른 순에너지편익 (Net Energy Benefit :
NEB)을 발전량과 냉난방에너지 절감량을 고려하여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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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BIPV의 환경-경제적 평가기법

2장의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BIPV의 LCA, LCCA 분석사례와 분석에
적용된 기법을 조사하였다. 각각의 선행연구는 BIPV의 전반적인 특성
중에서 일부 조건을 반영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에서 제
시된 조건을 종합하고 IEA(2011)에서 제시한 태양광발전 시스템의 LCA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BIPV에 적합한 분석절차를 정리하여 적용하였
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태양광발전시스템의 LCA는 ISO에서 제시하
는 분석 절차 중에서 LCI 단계에서 inventory를 구축하여 활용하고 실제
분석 단계는 LCCA의 기법을 활용하므로 LCA와 LCCA가 통합분석될
수 있다(Keoleian & Lewis, 2003).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BIPV의 가치평가를 위한 환경, 경제적 평가에
서 LCA와 LCCA를 통합 분석하는 절차를 수립하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66).
에너지와 비용의 투입측면에서 순에너지투입 (Net Energy Investment
: NEI)를 활용하고 에너지와 편익의 산출측면에서 순에너지편익 (Net
Energy Benefit: NEB)를 활용하였다.
BIPV의 NEI는 태양광발전시스템의 투입과 기존 외피 투입을 비교하
여 대체재와 공통재를 감안하여 실제 추가 투입을 계산하였고 NEB는
발전량과 건물냉난방에너지 절감량을 합산하여 분석하였다.
환경 측면에서 NEI와 NEB는 국내 기준에 따라 1차 에너지 환산계수
를 적용하여 비교하였으며 경제성 측면에서 NEI와 NEB는 국내 에너지
단가 및 정부지원제도를 반영하여 계산하였다.
분석의 단순화를 위해 평가지표는 EPBT와 PBP를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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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6] BIPV의 환경-경제적 평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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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환경-경제적 평가지표

2장의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환경적, 경제적 평가를 위한 평
가지표는 다양하게 개발되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창호모델과 운전조건을 다양하게 변화하면서 시
뮬레이션을 수행하여 건물의 냉난방에너지에 대한 결과를 얻었으므로 이
를 단순화하여 비교할 수 있도록 EPBT와 PBP를 지표로 선정하여 분석
을 수행하였다.
EPBT는 식 (4)와 같이 나타나는데 식 (4)에서 분자항은 투입된 전체
내재에너지를 의미하고 분모항은 실제로 생산된 모든 에너지를 의미한
다. BIPV의 경우에는 분자항에서 기존 외피자재와 설치에 투입된 내재
에너지를 제외해야 실제 투입된 내재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다. 또한 분
모항의 경우 BIPV설치로 인한 건물의 냉난방에너지 변화를 반영해야 한
다. 이를 감안하여 위의 식은 아래와 같이 변형할 수 있다.
  

              
                     

    –  &      

(18)

여기서
Emat,c = Primary energy demand to produce materials comprising
conventional facade,
Emanuf,c = Primary energy demand to manufacture conventional
facade system,
Etrans = Primary energy demand to transport materials used during
the life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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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nst,c = Primary energy demand to install the conventional
facade system
Ebeb = Building Energy Benefit from BIPV istalled
위의 계산식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전력에너지를 1차 에
너지로 환산하기 위한 환산계수이다. 국가별 혹은 지역별로 전력원이 상
이하기 때문에 환산계수가 서로 다른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해외에서 제
조된 제품이나 혹은 해외에서 분석된 1차 에너지 자료를 비교하기 위해
서는 각 국가, 지역별 1차 에너지 환산계수를 계산식에 반영하여야 한다.
경제성분석을 위한 평가지표는 PBP(Payback Period)를 적용하였다.
EPBT와 유사한 개념으로 생애기간의 투자비를 에너지편익을 통해 회수
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의미하는 경제성 지표로 식 (11)과 같이 계산된
다. 이 연구에서 PBP는 할인율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가화하
지 않은 투자회수기간을 지표로 활용하였다. EPBT와 PBP는 동일한 기
준으로 비교가능한 지표로서 환경성과 경제성을 비교하는데 적합하여 기
존의 연구에서도 위의 지표를 채택하여 활용하고 있다.
5.1.3 환경적 평가를 위한 입력자료

비교평가를 위해 투광형 BIPV 시스템과 함께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발
전시스템의 내재에너지 및 투자비용을 계산하였다. 내재에너지의 계산을
위해 각각의 시스템에 대한 내재에너지 분석연구결과를 참조하여 비교를
위한 내재에너지를 파악하였다.
태양광발전시스템에 대한 제조, 운반, 설치단계를 포함한 내재에너지
데이터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ecoinvent 2.2에서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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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bluth, 2012).
Wild-Scholten(2013)은 IEA의 태양광발전 LCA 가이드라인에 따라
ecoinvent 2.2를 이용하여 결정질 실리콘, a-Si 등 서로 다른 태양전지
모듈을 이용한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내재에너지를 분석하여 제공하고 있
으며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인 비교를 위해 Wild-scholten(2013)이 제시
한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또한 투광형 모듈을 이용한 태양광 시스템은
일본에서 꾸준히 연구되고 있어 일본에서 연구된 Ito(2011)의 분석결과를
내재에너지 계산을 위해 참고하였다(표 39).
다음으로 여러 지역의 전원구성에서 계산된 내재에너지 데이터를 국내
전원구성에 맞춰 변경할 수 있도록 각국의 1차 에너지 환산계수와 전력
생산으로 인한 탄소배출계수를 정리하였다(표 40). 내재에너지 데이터베
이스가 일본, 중국, 유럽의 자료를 활용하고 있으므로 Jungbluth(2012)이
제시한 각국의 1차 에너지 전환계수를 활용하였고 국내 전원구성은 한국
전력거래소의 자료를 활용하였다(한국전력거래소, 2018).
이러한 데이터수집과 변환과정을 거쳐 투광형 BIPV 창호의 내재에너
지 계산결과는 표 41과 같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a-Si 모듈은 일본에서 생산된 것이므로 일본의
Ito(2011)가 제시한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Jungbluth(2012, ecoinvent)가
기존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제시한 데이터와 비교할 때 평균값에 근접
하며 Wild-Scholten(2013)가 제시한 데이터와도 유사하다.
운송에 투입된 내재에너지와 탄소배출량은 a-Si 모듈이 생산된 일본
고베에서 부산항까지 선박운송을 Portworld(2018)를 통해 실제 운송거리
를 계산하고 IPCC(2016)의 전환계수를 적용하여 내재에너지, 탄소배출량
을 계산하였다. 국내에서 부산에서 설치장소인 대구까지 트럭운송의 내
재에너지 및 탄소배출량을 반영하여 계산하였다(김영주 외, 2016).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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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과 국내운송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짧은데도 불구하고 운송에 따른
내재에너지와 탄소배출량의 비중은 전체의 1%를 넘는다. 따라서 환경적
분석을 위해 운송의 영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표 39> a-Si PV시스템의 내재에너지 데이터 출처
전과정 단계
항목
데이터 출처
Jungbluth(2012, ecoinvent),
a-Si 융착 Ito(2011),
Wild-Scholten(2013)
BIPV
Jungbluth(2012, ecoinvent),
전원구성
제조
Tanetal.(2010)
Jungbluth(2012,
ecoinvent)
인버터
Wild-Scholten(2013)
Jungbluth(2012,
ecoinvent)
운송
해운 운송
Portworld(2017)
복층창호
창호 제조
Jung(2006)
제조
Jungbluth(2012, ecoinvent)
현장 설치
부속 설비
Wild-Scholten(2013)
인터버 교체 Jungbluth(2012, ecoinvent)
운영 관리
관리
Jungbluth(2012, ecoinvent)
폐기
폐기물처리
Tan and Khoo(2006)
<표 40> 국가별 1차 에너지환산계수
온실가스 배출
지역
단위
(kg CO2eq)
일본
kWh
0.556
EU (UCTE 기준) kWh
0.53
한국
kWh
0.4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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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D
(MJ)
12.1
11.4
9.9

<표 41> 투광형 BIPV 창호의 투입에너지 분석
에너지요구량 수량
CED
(MJ/m²)
(GJ)
(a) BIPV 창호

1300.2

452.5

- a-Si 모듈

956.4

348.0

332.8

- 운송(해외)

2.6

348.0

0.9

- 운송(국내)

5.1

348.0

1.8

- 복층창호제조

336.2

348.0

117.0

(b) 전기공사
(c) 인버터
(MJ/kW)
(d) 기존창호
순 합계
[(a)+(b)+(c)-(d)]

10.9

348.0

3.8

1988.7

36.0

71.6

535.0

348.0

186.2
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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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모듈의 복층화 및 투명복층창호의 내재에너지 및 탄소배출량은 다
양한 유리창호의 내재에너지를 분석한 정근주(2006)의 연구결과를 참조
하여 정리하였다.
전선과 설치, 인버터에 대한 내재에너지는 Wild-Scholten(2013)가 a-Si
태양광시스템에 대해 분석한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인버터의 경우 실제 설치는 3 kW급 6대로 18 kW이지만 BIPV시스템
의 수명을 30년으로 설정하고 인버터의 경우 1회 교체되는 것으로 가정
하여 3 kW급 12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산하였다.
일반적인 태양광발전시스템은 설치를 위한 구조체와 고정작업이 필요
하다. 하지만 투광형 BIPV 창호의 경우 일반적인 창호의 설치와 동일한
구조체를 이용하므로 구조체와 설치작업에 투입되는 내재에너지는 제외
되었다.
또한 기존의 복층창호가 투광형 창호로 변경되어 설치되었으므로 기존
의 투명유리 복층창호가 갖는 내재에너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투광형
BIPV 창호의 내재에너지가 계산되었다.
실제 건물에 설치된 투광형 BIPV에서 생산된 전력측정값을 이용하여
1차 에너지를 계산하였다(표 42).
내재에너지 계산결과에 따르면 투광형 BIPV창호의 순에너지투입은
22.6 GJ/kWp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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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BIPV창호 발전량의 1차 에너지 환산
1차 에너지
투광형 BIPV 발전량
(GJ)
8617.2
85.3
<표 43> 단결정 실리콘 태양광발전의 내재에너지
내재에너지
단계
(MJ/kWp)
원료공급
11,827.4
잉곳 + 와이퍼
10,250.4
셀
1,296.6
융착
2,645.8
프레임
911.2
구조체
742.1
전선 + 연결선
74.2
인버터
4,012.6
모듈 합계
26,984.1
시스템 합계
29,7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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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투광형 BIPV와 비교를 위한 단결정 실리콘 태양광발전 시스
템에 대한 내재에너지와 발전량을 계산하였다(표 43).
단결정 실리콘 태양광발전시스템의 내재에너지는 Wild-Scholten(2013)
의 데이터를 적용하여 계산하였으며 1차 에너지 전환을 위해 국내 환산
계수를 적용하였다. 인버터는 30 년 동안의 수명주기를 고려하여 1회 교
체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단결정 실리콘 태양광발전시스템의 구성은 모듈과 인버터, 전력케이블,
구조체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치는 남향으로 최적각도로 설치하는
것을 가정하였다.
단결정 실리콘 태양광발전시스템에서 생산된 전력량의 계산을 위해 기
상청의 자료를 이용하여 대구지역의 2014년 전천일사량을 적용하였으며
성능계수(PR)의 값에 따라 3가지 Case로 나누어 계산하였다(표 44).
Wild-Scholten(2013)는 PR을 0.75로 제시하여 발전량을 계산하였으나 국
내에서 실시된 연구에 의하면 PR은 0.8-0.85의 값을 나타내는 것으로 측
정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였다(권오현,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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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단결정 실리콘 태양광발전의 발전량
Case 1
일사량
(kWh/m²·년)
성능계수(PR)
0.75
연간 발전량
1,019.6
(kWh/kWp)
사용기간
30.0
(년)
감쇠율/년
0.59%
(%/year)
감쇠율을 고려한 총발전량 27,880.3
(kWh/kWp)
전원구성 효율
(MJ/kWh)
연간 1차 에너지 대체율
10,093.8
(MJ/kWp/year)
총 1차 에너지 대체율
276,015.2
(MJ/k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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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2

Case 3

1359.4
0.80

0.85

1,087.5

1,155.5

30.0

30.0

0.59%

0.59%

29,739.0

31,597.7

9.9
10,766.7

11,439.6

294,416.2 312,817.2

5.1.4 경제적 평가를 위한 입력자료

경제성 평가를 위해 투광형 BIPV 창호, TI24, LE24 창호, 단결정 실리
콘 태양광발전시스템의 투자비용과 발전량 및 냉난방에너지 절감량을 전
력요금 및 도시가스단가를 반영하여 계산하였다.
태양광발전시스템의 투자비와 전력요금은 정부의 지원제도를 반영하여
계산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태양광발전시스템에 대한 지원제도는 건물
용 신재생에너지 적용을 지원하기 위해 초기투자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과 전력구매단가를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
당제도 (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 RPS), 발전차액제도
(Feed in Tariff: FIT)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의 건물지원사업을 통해 초기투자
비의 일부를 지원받는 경우와 RPS제도를 통해 높은 전력판매단가를 적
용하는 경우를 각각 비교하여 투자비와 에너지편익을 계산하였다.
먼저 투광형 BIPV 창호 제작 및 설치에 투입되는 금액은 표 45와 같
이 계산되었다. 창호의 제작 및 설치 항목에서 커튼월 프레임을 제작하
고 복층유리를 설치하는 공정인 프레임 설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투광형 모듈이 높은 단가로 인해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하지만
프레임 제작, 설치공정은 BIPV의 설치여부와 관계없이 커튼월 창호 설
치를 위한 기본 공종이기 때문에 BIPV를 위해 추가 투자된 비용을 계산
하는 과정에서 제외된다. 시공비용 항목인 크레인 임대도 마찬가지로 추
가투입 비용에서 제외된다.
공통 항목을 제외할 경우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는 것은 a-Si 태양광
모듈 가격이며 투명복층창호 대비 추가투자비의 약 73.3%를 차지한다.
따라서 a-Si 모듈가격이 투광형 BIPV창호의 경제성을 좌우하는 핵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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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이며 본 연구에서 적용한 투광형 BIPV 모듈가격은 현재 공급되는
a-Si 모듈의 국제시세를 반영하였다(EFN SOLAR, 2018).
CL24, TI24, LE24 창호의 단가를 계산하기 위해 유리 종류별 단가를
물가정보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표 46, 한국물가협회, 2018. 08). 복층화
비용은 물가정보의 판유리와 복층유리의 가격을 비교하여 추정하였다(표
47).
대상 건물의 3-5층에 사용된 전체 창호의 면적은 504m²이다. 이중에서
투광형 BIPV가 적용된 면적은 348m²이므로 BIPV 창호의 추가투자비는
해당면적만을 계산하였지만 TI24, LE24는 전체 창호를 대체하는 것을
가정하여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으므로 투자비는 전체 창호면적에 대하
여 CL24 창호 대비 추가된 금액을 구하였다.
최종적으로 얻어진 BIPV 창호와 TI24, LE24 창호의 CL24 창호 대비
추가투자비는 표 48과 같다. 투광형 BIPV 창호는 투광형 PV모듈의 가
격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인버터, 전기공사 등의 추가비용이 발생되므로
TI24, LE24 창호에 비해 높은 추가투자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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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투광형BIPV 복층창호의 투입비용
항목
단가
수량
PV 모듈(a-Si, 44W) 117,708 348
투명유리
10,230 348
복층화 공정
11,720 348
프레임 설치
150,000 348
인버터
510,000
6
분전반
1,500,000 1
창호 설치
240,000 15
크레인 장비
500,000
5
전기 공사
450,000 15
합계
<표 46> 판유리의 종류별 가격
유리 종류
투명유리
열선흡수유리
Low-e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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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40,962,500
3,560,040
4,078,560
52,200,000
3,060,000
1,500,000
3,600,000
2,500,000
6,750,000
114,651,060

단가(원/m²)
10,230
14,180
24,460

<표 47> 복층창호의 투입비용
창호 종류
항목
Low-e 유리
투명유리
Low-e 유리
복층창호
복층창호 공정
합계
Solar 유리
투명유리
열선흡수유리
복층창호
복층창호 공정
합계
투명유리
투명유리
투명유리
복층창호
복층창호 공정
합계
<표 48> 창호모델별 추가 투입비용
단가
CL24와
창호 종류 (원/m²)
단가차이
CL24
32,180
BIPV
182,503 150,323
TI24
36,130
3,950
LE24
46,410
1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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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24,460
10,230
11,720
46,410
14,180
10,230
11,720
36,130
10,230
10,230
11,720
32,180
수량
(개)
348
504
504

수량
504
504
504
504
504
504
504
504
504

비용
12,327,840
5,155,920
5,906,880
23,390,640
7,146,720
5,155,920
5,906,880
18,209,520
5,155,920
5,155,920
5,906,880
16,218,720
총 비용
(원)
52,312,404
1,990,800
7,171,920

투광형 BIPV의 발전량에 대한 전력판매금액은 2가지 방법으로 산정하
였다.
우선 건물 내에서 자체 소비하는 경우이다. 이는 공공기관 재생에너지
의무화제도에 따른 설치사례와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을 통해 주택지원이
나 건물지원 사업에서 초기투자비를 지원받는 경우에 해당한다(에너지공
단, 2018). 사무용건물의 전력요금은 계절과 시간에 따라 다르게 산정된
다(한국전력공사, 2017). 따라서 BIPV를 통해 생산된 전력을 변동요금제
에 따라 분류하여 전력판매요금을 산정하였다(표 49). 전력요금단가를
별도로 지원받지 않는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을 통해 초기투자
비 지원을 받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2018년 에너지관리공단의 신재생에
너지보급(건물지원)사업 지원금은 910,000원/kWp로 BIPV 설치용량에 대
한 총 보조금은 13,933,920원으로 반영하였다.
두 번째 지원제도는 RPS제도를 이용하여 전력을 판매하는 것이다.
RPS제도는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지원제도의 일종으로 일정
규모(5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이다(에
너지관리공단, 2016).
재생에너지 발전의 높은 초기투자비 보전을 위해 재생에너지 전력의
판매단가는 SMP + REC로 구성된다. 여기서 SMP는 기존발전소의 판매
단가를 의미하며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는 재생에너지 공
급인증서로서 1 MWh단위로 발급하여 이를 판매할 수 있다. 다양한 재
생에너지가 존재하므로 REC는 재생에너지 종류와 설치조건에 따라 다
양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최종적으로 재생에너지 판매단가가 조정된다.
건물에 적용되는 태양광의 경우 REC 가중치는 1.5로 계산된다. 2018년
상반기 고정가격거래에서 적용되는 SMP는 100원, REC(MWh)는 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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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내외이며 이에 따라 건물적용 태양광발전의 전력판매단가는 220원
/kWh을 적용하였다(전력거래소, 2018, 표 50).
다음으로 냉난방에너지절감에 대한 에너지절감금액은 전력의 경우
EHP의 전력요금을 이용하여 평균단가를 적용하였으며 도시가스의 경우
대구지역의 상업용건물 난방전용 도시가스 요금을 적용하였다(대성에너
지, 2018, 표 51).
복합운전조건에서 얻은 냉난방에너지 소비량을 요금으로 환산하여
CL24 창호와 비교하여 BIPV, TI24, LE24 창호모델의 요금절감액을
EHP, GSHP, 가스보일러 + EHP의 3개 냉난방설비에 대하여 각각 계산
하였다(표 52-54).
<표 49> 자체 소비를 고려한 투광형 BIPV 전력판매
발전량
전력단가
계절
부하기준
(kWh)
(원)
경부하
324.2
56.1
하절기 중간부하
364.7
109.0
최대부하
723.6
191.1
경부하
793.1
56.1
간절기 중간부하
1,064.3
78.6
최대부하
2,012.0
109.3
경부하
490.2
63.1
동절기 중간부하
1,749.6
109.2
최대부하
1,095.5
166.7
합계
8,6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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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금액
(원)
18,186.8
39,753.3
138,280.0
44,495.4
83,656.7
219,907.8
30,930.5
191,053.0
182,622.2
948,885.7

<표 50> RPS를 통한 투광형 BIPV 전력판매
전력판매량 전력판매 전력판매금액
(kWh)
단가(원)
(원)
RPS를 통한 판매
8,617.2
220
182,622.2
<표 51> 냉난방소비전력 및 도시가스 단가
종류
단가
전력(원/kWh)
127
도시가스(원/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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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9

<표 52> EHP를 적용한 경우의 냉난방비용(단위 : 천원)
운전조건 창호모델 난방 냉방
합계 절감액
CL24 317.1 4107.1 4424.2
BIPV 1027.6 2663.1 3690.8 733.4
Case 1
TI24
875.6 2821.4 3697.0 727.1
LE24
362.8 3687.1 4049.9 374.3
CL24 751.3 5176.2 5927.5
BIPV 1740.8 3598.6 5339.4 588.1
Case 2
TI24 1539.9 3792.8 5332.7 594.8
LE24
812.6 4755.1 5567.6 359.9
CL24 971.5 8182.9 9154.4
BIPV 1995.1 6267.1 8262.2 892.1
Case 3
TI24 1795.4 6508.0 8303.5 850.9
LE24 1027.1 7645.9 8673.0 481.3
CL24 1920.3 10044.5 11964.8
BIPV 3217.9 7981.4 11199.3 765.5
Case 4
TI24 2981.9 8239.5 11221.4 743.3
LE24 1978.1 9484.7 11462.7 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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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감률
16.6%
16.4%
8.5%
9.9%
10.0%
6.1%
9.7%
9.3%
5.3%
6.4%
6.2%
4.2%

<표 53> GSHP를 적용한 경우의 냉난방비용(단위 : 천원)
운전조건 창호모델 난방 냉방 합계 절감액 절감률
CL24
213.6 2408.6 2622.2
BIPV 692.2 1561.8 2254.0 368.2 14.0%
Case 1
TI24
589.8 1654.6 2244.4 377.8 14.4%
LE24
244.4 2162.3 2406.7 215.5 8.2%
CL24
506.1 3035.6 3541.6
BIPV 1172.6 2110.4 3283.0 258.7 7.3%
Case 2
TI24 1037.2 2224.3 3261.5 280.1 7.9%
LE24
547.3 2788.6 3335.9 205.7 5.8%
CL24
654.4 4798.8 5453.2
BIPV 1343.9 3675.3 5019.2 434.0 8.0%
Case 3
TI24 1209.4 3816.6 5026.0 427.2 7.8%
LE24
691.9 4483.9 5175.8 277.4 5.1%
CL24 1293.5 5890.6 7184.1
BIPV 2167.6 4680.7 6848.2 335.8 4.7%
Case 4
TI24 2008.6 4832.1 6840.6 343.4 4.8%
LE24 1332.4 5562.3 6894.7 289.4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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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가스보일러와 EHP를 적용한 경우의 냉난방비용(단위 : 천원)
운전조건 창호모델 난방 냉방
합계 절감액 절감률
CL24 398.2 4107.1 4505.2
BIPV 1290.3 2663.1 3953.5 551.8 12.2%
Case 1
TI24 1099.4 2821.4 3920.9 584.4 13.0%
LE24
455.6 3687.1 4142.6 362.6 8.0%
CL24 943.4 5176.2 6119.6
BIPV 2185.9 3598.6 5784.4 335.1 5.5%
Case 2
TI24 1933.5 3792.8 5726.3 393.2 6.4%
LE24 1020.3 4755.1 5775.4 344.2 5.6%
CL24 1219.8 8182.9 9402.7
BIPV 2505.2 6267.1 8772.3 630.4 6.7%
Case 3
TI24 2254.4 6508.0 8762.5 640.3 6.8%
LE24 1289.7 7645.9 8935.6 467.1 5.0%
CL24 2411.2 10044.5 12455.7
BIPV 4040.6 7981.4 12021.9 433.8 3.5%
Case 4
TI24 3744.2 8239.5 11983.8 471.9 3.8%
LE24 2483.8 9484.7 11968.4 487.2 3.9%

- 175 -

5.2 환경적 평가결과

앞서 계산된 입력 데이터를 활용하여 복합운전조건 Case별, 냉난방설
비별 투광형 BIPV 창호의 EPBT를 계산하였다(표 55). 또한 비교를 위
해 단결정 실리콘 태양광발전시스템의 EPBT를 계산하였다(표 56).
BIPV 창호의 EPBT는 발전량만을 고려한 경우 4.01로 높게 나타나지
만 냉난방에너지 절감을 포함하여 계산하면 Case 3의 EHP 설비를 이용
한 경우에 2.08년으로 가장 낮았고 Case 2의 GSHP 설비를 이용하는 경
우에 3.05년으로 가장 높았다.
단결정 실리콘 태양광발전시스템의 EPBT는 성능계수(PR)에 따라 다
르게 나타나는데 PR이 0.85로 가장 높은 Case 3에서 2.60, PR이 가장
낮은 Case 1에서 2.95년을 나타내었다. 투광형 BIPV와 단결정 실리콘
태양광발전시스템의 EPBT를 비교하면 냉난방설비로 EHP와 가스보일러
+ EHP를 이용한 경우 모든 복합운전조건에서 투광형 BIPV 시스템의
EPBT가 낮게 나타난다.
다음으로 기본운전조건에서 각 운전조건이 개별적으로 변화되는 Case
에서 EPBT는 표 57과 같이 나타났다.
내부부하가 변화하는 경우에 가장 큰 내부부하를 가진 Case 4, EHP
설비조건에서 EPBT가 1.58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반면 출입침기량이
변화하는 경우에 가장 큰 출입침기량을 가진 Case 4, GSHP 설비조건에
서 EPBT가 3.77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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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복합운전조건에서 투광형 BIPV의 EPBT
냉난방시스템
발전량만 적용
EHP
EPBT
(년)
GSHP
가스보일러 + EHP

Case 1 Case 2 Case 3 Case 4
2.26
2.83
2.29

2.46
3.05
2.50

4.01

<표 56> 단결정 실리콘 태양광발전의 EPBT
EPBT
성능 계수
(년)
0.75
2.95
0.80
2.77
0.85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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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2.70
2.12

2.22
2.89
2.27

<표 57> 운전조건의 변화에 따른 투광형 BIPV의 EPBT
운전시간 냉난방온도 출입침기량 내부부하
Case 1 2.42
2.32
2.32
2.32
Case 2 2.32
2.68
2.63
2.01
EHP
Case 3 2.29
2.37
2.91
1.76
Case 4 2.23
2.69
3.19
1.58
Case 1 3.01
2.93
2.93
2.93
Case 2 2.93
3.30
3.24
2.61
GSHP
Case 3 2.91
3.02
3.51
2.33
Case 4 2.86
3.37
3.77
2.13
Case 1 2.45
2.35
2.35
2.35
2.73
2.68
2.03
가스보일러 Case 2 2.35
+ EHP Case 3 2.32
2.41
2.97
1.77
Case 4 2.26
2.76
3.27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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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경제적 평가결과

앞절에서 얻은 투자비용 및 전력판매와 에너지절약 수익을 이용하여
투광형 BIPV, TI24, LE24창호와 단결정 실리콘 태양광발전시스템의
PBP를 계산하였다.
먼저 투광형 BIPV에 대하여 전력생산만을 고려하여 계산할 경우의
PBP는 표 58과 같다. 정부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PBP는 54.01
년으로 시스템의 수명기간인 30년보다 높게 나타난다. RPS를 통해 생산
전력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27.03년으로 낮아진다. 초기설치비를 일부 지
원받는 경우에는 39.33년으로 나타났다.
<표 58> 지원정책을 고려한 투광형 BIPV의 PBP
총비용(천원) 전력판매액(천원)
보조금 없음
51,252
949
RPS 판매
51,252
1,896
초기투자비지원 37,319
949

PBP
54.0
27.0
39.3

다음으로 복합운전조건에서 CL24 창호 대비 추가투자비와 냉난방요금
절감액을 감안한 BIPV, TI24, LE24 창호의 PBP는 그림 67-69과 같다.
먼저 대안창호에 대해 살펴보면 TI24 모델의 초기투자비가 낮고 냉난
방절감효과가 높게 나타나므로 EHP 설비조건에서 PBP가 2.3–3.4년으
로 나타났다. PBP가 가장 크게 나타난 GSHP 설비조건에서도 TI24 모
델은 4.7–7.1년으로 계산되었다.
LE24 모델은 EHP 설비조건에서 14.3–19.9년으로 나타났으며 GS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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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조건에서 24.8–34.9년으로 계산되었다.
투광형 BIPV 모델의 경우 정부지원여부에 따라 PBP가 달라지므로 정
부보조의 유무와 지원방법을 감안하여 3가지 경우를 분석하였다. 먼저
정부보조가 없는 경우에는 EHP 설비조건에서 27.8–33.4년의 PBP를 나
타내었고 GSHP 설비조건에서 37.1–42.4년으로 계산되었다.
다음으로 RPS 제도를 통해 생산전력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EHP 설비
조건에서 18.4–20.6년으로 계산되었고 GSHP 설비조건에서는 22.0–23.8
년으로 나타났다. 건물보급사업을 통해 초기투자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EHP 설비조건에서 20.3–24.3년, GSHP 설비조건에서 27.0–30.9년으로
나타났다.
기본운전조건에서 각각의 운전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 대하여 BIPV,
TI24, LE24 모델의 PBP를 계산하였다(그림 70-73).
BIPV의 경우 정부보조 유무와 보조방법에 따라 3가지 경우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먼저 운전시간이 변화하는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운전시
간이 증가할수록 냉난방에너지 절감량이 커지므로 Case 4에서 가장 낮
은 PBP를 나타낸다. BIPV 모델의 경우 RPS 제도를 이용할 경우 PBP
가 가장 낮아지므로 RPS 제도, EHP 설비조건에서 Case 4의 BIPV,
TI24, LE24 모델의 PBP는 18.6, 2.3, 16.2년으로 나타났다.
냉난방 설정온도가 변화하는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BIPV, TI24 모
델은 Case 1에서 가장 낮은 PBP를 나타내며 RPS 제도, EHP 설비조건
에서 19.1, 2.6년으로 나타났으며 LE24의 경우 EHP 설비조건에서 Case
3에서 15.1년으로 가장 낮은 PBP를 나타내었다.
출입침기량에 증가하는 경우에 BIPV, TI24창호모델에서 PBP가 증가
한다. RPS 제도, EHP 설비조건에서 BIPV는 19.1–22.3년을 나타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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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24는 2.6-6.2년을 나타낸다. 반면 LE24 모델의 경우 출입침기량이 증
가할수록 PBP가 13.8–11.3년으로 감소한다.
내부부하가 증가하는 경우 BIPV, TI24 창호의 PBP는 각각 19.1–
14.4년, 2.6–1.3년으로 감소한다. LE24 모델의 경우 내부부하가 증가할
수록 에너지절감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Case 1에서 가장 낮은 13.8년의
PBP를 나타내었다.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발전의 RPS 판매단가를 반영하여 PBP를 계산
하면 PR에 따라 8.65-9.81년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투광형 BIPV 창호의 PBP는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발전과 비교
하여 2배 이상 높다.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발전은 기술개발과 대량생산
을 통해 단가가 하락하였으며 정부의 지원제도도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
발전의 단가변화에 맞춰 지원단가가 결정되므로 시장규모가 작은 투광형
BIPV 창호의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투광형 BIPV
창호의 시장 확대와 경제성 확보를 위해서는 별도의 지원제도가 요구된
다.
<표 59> 단결정 실리콘 태양광발전의 PBP
투자비
전력판매액
성능계수(PR) (천원/kWp)
(천원)
0.75
183.5
0.8
1,800
195.7
0.85
2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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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P
(년)
9.81
9.20
8.65

[그림 67] 정부지원이 없는 경우의 투자회수기간; (A) EHP,
(B) GSHP, (C) 가스보일러 + E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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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8] RPS전력판매를 감안한 투자회수기간; (A) EHP,
(B) GSHP, (C) 가스보일러 + E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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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9] 초기투자비지원을 감안한 투자회수기간; (A) EHP,
(B) GSHP, (C) 가스보일러 + E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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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0] 운전시간에 따른 투자회수기간

[그림 71] 냉난방설정온도에 따른 투자회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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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 출입침기량에 따른 투자회수기간

[그림 73] 내부부하에 따른 투자회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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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민감도 분석

투광형 BIPV 창호와 단결정 실리콘 태양광발전시스템의 환경적 평가
지표인 EPBT와 경제적 평가지표인 PBP를 분석하였다. 투광형 BIPV의
경우 EPBT는 운전조건과 냉난방설비조건에 따라 1.58-3.77년을 나타내
었고 단결정 실리콘 태양광발전시스템은 PR에 따라 2.60–2.95년으로 계
산되었다. 투광형 BIPV 창호가 적용된 건물의 운전조건을 적절히 제어
하면 투광형 BIPV 창호의 EPBT는 단결정 실리콘 태양광발전시스템보
다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적 평가지표인 PBP를 비교하면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정부의
보조를 활용하고 최적의 냉난방설비와 운전조건을 가정하여도 투광형
BIPV의 PBP는 18.6년이 최저치로 나타났다. 반면 단결정 실리콘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PBP는 PR에 따라 8.65–9.81년으로 나타났다(표 59). 따라
서 투광형 BIPV는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발전에 비해 경제성이 떨어져
적용확대에 한계를 나타낸다. 이러한 경제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는 단기적으로 정부지원을 통해 시장을 형성하고 장기적으로 기술개발과
대량생산을 통해 투광형 BIPV의 단가 하락이 요구된다.
따라서 단결정 실리콘 태양광발전시스템과 경쟁하기 위해 동등한 수준
의 PBP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정부지원제도, 투광형 BIPV의 가격조
건의 변화를 통해 파악하고자 민감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비교 조건은 단결정 실리콘 태양광발전시스템의 PR이 0.85 일때의
PBP인 8.65년을 기준으로 하였고 투광형 BIPV 창호의 경우 기본운전조
건, EHP 운전조건에서 PBP가 8.65년이 되기 위한 정부 보조금과 BIPV
모듈단가의 변화를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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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RPS 제도를 통해 투광형 BIPV에 대한 전력구매가격을 조정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전력구매가격이 변할 때 PBP의 변화곡선을 구하였다.
이를 통해 투광형 BIPV의 PBP가 8.65년이 되기 위한 전력구매가격은
595.6원/kWh이다(그림 74).
다음으로 신재생에너지보급(건물지원) 사업을 통해 초기투자비를 보조
하는 경우 보조금의 변화에 따른 PBP의 변화곡선을 구하였다. 이 변화
곡선을 통해 투광형 BIPV의 PBP가 8.65년이 되기 위한 초기투자비 보
조금은 236.2만원/kWp으로 나타났다(그림 75).
RPS를 통한 전력구매가격은 SMP와 REC로 구성되며 고정거래가격제
도에서 2018년 상반기 SMP는 100원, REC는 80원이며 REC 가중치를
통해 지원금이 조정되므로 이를 감안하면 투광형 BIPV의 REC 가중치
는 6.2가 요구된다. 현재 REC 가중치는 태양광 + ESS의 경우 5.0으로
가장 높다(에너지공단, 2018). 따라서 가중치 요구가 과다한 것으로 판단
된다. 건물에 적용되는 투광형 BIPV의 용량이 작은 것을 감안하면 소규
모 태양광발전에 적용되는 FIT 제도를 활용하여 투광형 BIPV에 대한
별도의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투광형 BIPV 설치에 따른 초기투자비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
원하는 경우 투광형 BIPV의 지원단가는 236.2만원/kWp이며 현재 신재
생에너지보급(건물지원) 사업의 태양광발전에 대한 지원단가인 91만원
/kWp의 2.6배로 나타났다. 과거의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지원단가를 살
펴보면 2011년의 경우 341.6만원/kWp로 나타나며 결정질 태양광모듈의
단가하락에 따라 2012년 173.2만원/kWp로 급격하게 지원단가가 낮아졌
다. 이처럼 현재의 태양광발전 지원단가는 결정질 태양광발전설비의 단
가를 기준으로 책정된 것으로 투광형 BIPV의 보급을 위해서는 별도로
지원단가가 책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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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RPS 전력판매조건에서 PBP가 8.65년이 되기 위한 투광형
BIPV의 가격조건을 살펴보았다. 투광형 BIPV의 투자비용은 투광형모듈
과 인버터, 전력공사비용으로 구성된다. 인버터, 전력공사비용은 일반 태
양광발전시스템과 동일한 조건이므로 투광형 모듈에 한정하여 분석하였
다. 투광형 모듈이 현재의 발전성능과 물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 투광형
모듈의 공급단가가 37,304원/m2이면 PBP가 8.65년을 만족한다. Wp당 단
가는 847.8원/Wp로 나타났다(그림 76). 현재 판매단가인 2,675원/Wp와
비교하면 68.3%의 단가하락이 요구된다. 또한 일반적인 단결정 실리콘
모듈의 Wp당 단가인 0.33 US$/Wp(374.5원/Wp, 환율 1,135원/US$ 기
준)보다 2.3배 높은 가격으로 나타났다(한국태양광산업협회, 2018).
태양광산업의 성장과정에서 얻은 경험은 정부의 장단기적인 지원이
BIPV산업의 선순환구조를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의 기술개발,
보급지원은 태양광산업 생태계를 만들고 경쟁을 촉진하면서 대량생산과
기술혁신을 유도해 생산비용의 하락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시장의 확
대로 이어진다(김보원, 2016). 이러한 효과는 누적생산량에 따라 태양광
모듈의 가격이 하락하는 학습곡선으로 나타나며 태양광발전의 경쟁력이
향상되는 결과로 나타난다(Fraunhofer ISE, 2018). 이러한 학습곡선은 박
막 태양전지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한다(Kersten et al., 2011).
과거의 결정질 실리콘모듈의 학습곡선을 살펴보면 2006-2017년까지 누
적공급량이 2배로 증가할 때마다 약 29%의 가격하락이 발생하였고 박막
모듈의 경우에도 25%의 가격하락이 발생하였다(Fraunhofer ISE, 2018).
이에 따라 결정질 실리콘 모듈의 경우 약 1/10로 가격이 하락하였으며
이러한 사례를 살펴볼 때 향후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정책에 따라 투
광형 BIPV 시장이 확대되면 투광형 BIPV 모듈의 가격하락이 가능할 것
으로 판단된다.
- 189 -

[그림 74] 전력판매가격변화에 따른 투자회수기간

[그림 75] 초기투자비 보조금에 따른 투자회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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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6] 투광형 모듈가격에 따른 투자회수기간
투광형 BIPV에 대한 정부 지원제도가 실시될 경우, 이러한 선순환으
로 인해 투광형 BIPV 모듈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가정하여 정부 지원단
가 변화를 분석하였다. RPS를 통한 전력판매단가는 현재 모듈가격조건
에서 PBP=8.65를 만족하는 조건은 595.6원/kWh이나 모듈가격이 하락하
면 점차 낮아져 모듈가격이 396원/Wp이 되면 전력판매단가는 127원
/kWh로 현재 사무용건물의 소비전력단가와 동일해진다(그림 77). 초기
투자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현재 236.2만원/kWp를 지원해야 하나 모듈
가격이 1,223원/Wp가 되면 현재 지원단가 91만원/KWp를 만족한다(그림
78). 이처럼 단기적으로 BIPV에 대한 보조금을 강화하여 시장을 형성하
고 기술개발과 대량생산을 유도하면 장기적으로 투광형 태양전지모듈의
가격하락이 발생하여 자생적인 경제성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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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7] 모듈가격변화에 따른 전력판매 기준단가 (PBP=8.65)

[그림 78] 모듈가격변화에 따른 초기투자 보조금액 (PBP=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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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준 기여도

투광형 BIPV 창호를 적용하는 목적은 냉난방에너지절감과 태양광발전
을 통한 제로에너지건축물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절에서는 에너지 시뮬레이션을 통해 얻은 냉난방 및 조명/사무기
기 등의 전력소비량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로 환산하여 제로에너지건
축물 인증기준 달성여부와 재생에너지 대체율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ECO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정
해진 조건에서 에너지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분석된 결과를 이용하므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공식적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에너지효율 1++등급(비주거용 건물은 140 kWh
/m²·년)을 만족해야 하며 최저 5등급에서 재생에너지를 20% 이상 사용
해야 한다(국토교통부, 2017).
기본운전조건에서 EHP설비 기준으로 개별적인 운전조건을 변경하는
Case에서 에너지소비량을 계산하여 비교하였다(그림 79–82). 에너지소
비는 조명/사무기기, 냉난방 전력소비량이 포함되었으며 또한 BIPV를
통해 생산된 전력을 이용해 소비량을 대체하도록 계산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운전조건, 모든 창호모델에서 건물에너지가
140 kWh/m²·년 미만으로 나타나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을
만족하였다. BIPV의 태양광발전을 통한 재생에너지 비중은 운전시간이
가장 짧은 운전시간조건 Case 1에서 16.3%로 가장 높았다. 건물에너지
소비량이 가장 크게 증가하는 내부부하조건 Case 4의 경우 재생에너지
비중은 10.8%로 나타났다. 건물에너지소비절약효과를 살펴보면 BIPV를
적용하는 경우 CL24를 적용할 때와 비교하여 전체 소비전력량의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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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1.5%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부하가 증가하는 운전조
건에서 Case 4의 경우 CL24모델의 전력소비량은 136.5 kWh /m²·년으로
나타나 분석에서 제외된 엘리베이터, 외부조명, 급탕 등의 기타 에너지소
비를 포함할 경우 140 kWh/m²·년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BIPV 모델의 경우 전력소비량이 118.8 kWh /m²·년이며 투광형 BIPV의
생산전력 11.57 kWh/m²·년을 자체 소비하여 전력소비량에서 제외하게
되므로 최종적인 전력소비량은 107.2 kWh/m²·년으로 계산되며 이는
CL24 모델 대비 21.5%의 에너지소비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건물의 기타
소비전력을 감안하여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위한 에너지효율등급을
만족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처럼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에너지 소비기준을 기준으로 분석하면 투
광형 BIPV 창호의 설치는 건물에너지소비절감과 태양광발전을 통해 에
너지효율등급을 높이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달성하기 위한 유력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
여러 운전조건이 동시에 변하는 복합운전조건에서 BIPV의 건물에너지
분담율은 Case 1의 GSHP 설비조건에서 15.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상건물의 투광형 BIPV 창호의 전력생산량은 여러 운전조건, 설비조
건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최저기준인 재생에너지 대체율 20%를 만
족시키지 못한다. 하지만 BIPV가 에너지효율등급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지열원 열펌프시스템, BAPV 등과 같은 재생에너지 설비를 추가
적용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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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9] 운전시간에 따른 연간 1차 에너지 소비

[그림 80] 냉난방온도에 따른 연간 1차 에너지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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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 출입침기량에 따른 연간 1차 에너지 소비

[그림 82] 내부부하에 따른 연간 1차 에너지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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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3] 복합운전조건에서 연간 1차 에너지 소비
제로에너지건축물에서 건물의 에너지소비와 재생에너지 공급의 균형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된다. 재생에너지 전력의 경우 계통연계와 함께 ESS
의 설치 지원을 통해 균형을 유지하고 있으나 점차 재생에너지 생산과
건물에너지 소비의 균형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Denholm et
al., 2015). 이에 따라 투광형 BIPV의 발전량과 근무시간에 일정하게 소
비되는 조명전력을 비교하였다. 투광형 BIPV의 연간 발전량은 조명전력
소비량의 53%이며 12월에 74%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고 8월에
29%로 가장 낮은 비중을 나타냈다. 시간단위로 태양광발전량이 가장 많
은 시간은 12월 18일 10-11시로 시간당 7.99 kWh를 생산하였으며 이를
동일시간의 조명전력소비와 비교하면 90.2% 수준을 나타낸다. 따라서 연
간, 월간, 시간단위의 조명전력 소비와 태양광 발전량을 비교하여도 잉여
전력의 발생우려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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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4] 태양광발전과 조명소비량의 월별 비교

[그림 85] 태양광발전과 조명소비량의 시간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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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환경, 경제적 평가 결과 분석

5장에서 투광형 BIPV와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발전시스템에 대한 환경
적, 경제적 효과분석을 위한 평가절차를 수립하고 이에 따라 분석을 수
행하였다.
EPBT와 PBP를 평가지표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환경적 가치를 분석하기 위해 EPBT를 비교한 결과 투광형
BIPV의 EPBT는 발전량만 고려할 경우 4.01년으로 나타나 단결정 실리
콘 태양광발전시스템의 2.6–2.95년에 비해 높았다. 하지만 투광형 BIPV
의 냉난방에너지 절감량을 합산하여 EPBT를 계산한 결과 운전조건에
따라 1.58–3.77년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적절한 운전조건을 유지하면 투광형 BIPV의 EPBT가 단결정
실리콘 태양광발전시스템보다 낮게 나타나 환경적 가치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PBP를 비교한 결과 투광형
BIPV는 정부보조금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는데 발전량만을 고려할 경
우 27.0–54.0년을 나타내었다. 정부 지원제도 중에서 RPS를 통해 높은
전력판매단가를 적용하는 경우에 초기투자비의 일부를 지원받는 경우보
다 PBP가 낮게 나타나 유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냉난방에너지요금 절감액을 포함하여 분석하면 정부보조가 없는 경우
에는 투광형 BIPV의 PBP는 27.8–42.4년을 나타내었으며 RPS제도를 통
해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18.5–23.7년, 초기투자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20.3–30.9년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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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결정 실리콘 태양광발전시스템의 경우 RPS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
PBP를 계산하면 PR에 따라 8.65–9.81년으로 나타났다.
투광형 BIPV는 제로에너지건축물을 위한 기술이며 특히 건물에 재생
에너지 공급을 위한 수단이므로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발전시스템과 직접
경쟁하게 된다. 따라서 단결정 실리콘 태양광발전과 동일한 수준의 경제
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정부지원제도나 단가하락이 요구된다.
따라서 지원제도와 투광형 모듈가격에 따른 PBP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또한 단결정 실리콘 태양광발전시스템의 PBP인 8.65년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정부지원 단가와 투광형 모듈의 가격조건을 파악하였다. RPS제도
를 통한 투광형 BIPV 생산전력의 판매단가는 595.6원/kWh, 초기투자비
보조금의 경우 지원단가는 236.2만원/kWp일 때 경제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PBP가 8.65년이 되기 위한 투광형 모듈의 가격조건은 847.8
원/Wp로 나타났다. 현재 판매단가인 2,675.2원/Wp와 비교하면 68.3%의
단가하락이 요구된다. 또한 일반적인 단결정 실리콘 모듈의 Wp당 단가
인 0.33 US$/Wp(374원/Wp, 환율 1135원/US$ 기준)보다 높은 가격으로
나타났다.
태양광발전산업의 발전 경과를 살펴보면 정부의 기술개발 및 보급지원
에 따라 기술혁신 및 대량생산이 일어나면서 태양광발전설비의 가격이
하락하고 이로 인해 시장이 성장하는 선순환구도를 나타내었다. 투광형
BIPV에서도 동일한 발전경로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투광형 모듈의 단가
하락에 따른 정부지원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에 따르면 현재 사무용건
물의 소비전력단가를 감안할 때 투광형 모듈의 가격이 396원/KWp가 되
면 정부지원이 불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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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투광형 BIPV의 종합적인 에너지성능과 환경, 경제적 평가를 위한 방
법론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투광형 BIPV 창호가 설치된 사무용건물
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투광형 BIPV 창호의 종합적인 에너지성능을 분석하기 위해 실측을 통
해 연간 발전량을 파악하고 건물 냉난방에너지 절약효과를 여러 운전조
건에서 대안창호모델과 비교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검토하였다.
투광형 BIPV에 적합한 환경, 경제적 가치 평가절차를 수립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평가기법을 제안하고 이를 바탕으로 단결정 실리콘
태양광발전시스템과 비교하여 환경, 경제적 평가를 실시하였다.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6.1 투광형 BIPV의 통합 에너지성능

소규모 사무용건물에 설치된 투광형 BIPV의 발전성능과 발전량에 대
한 측정을 수행하고 건물의 기후조건, 운전조건, 에너지소비량을 검토하
여 냉난방에너지 시뮬레이션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였다.
투광형 BIPV 창호의 냉난방에너지 절감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 비교
모델로 CL24(투명유리 복층창호), TI24(열선흡수유리 복층창호),
LE24(Low-e 유리 복층창호)를 제안하고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또한
건물의 냉난방에너지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운전조건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운전시간, 냉난방설정온도, 출입침기, 내부부하를 주요 운전조건으
로 선정하고 각각의 운전조건이 변하는 경우의 냉난방부하량과 에너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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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량을 아래와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운전시간(09:00-18:00; 9시간), 냉난방온도(난방 20℃, 냉방 26℃),
출입침기량 0.5 ACH, 조명/사무기기 전력소비량 10 W/m2, 재실인원
0.11인/m2인 기본운전조건에서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결과 기본 창호모델
인 CL24를 적용할 경우 건물의 연간 냉방부하가 연간 냉난방부하의
93.5%를 차지하여 높은 비중을 나타낸다. 따라서 일사열획득계수가 낮아
일사유입을 줄일 수 있는 BIPV, TI24, LE24 창호를 적용한 경우 건물의
연간 냉방부하가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며 CL24 창호를 적용할 때와
비교하여 냉난방부하 절감효과가 발생한다. CL24 창호와 비교하여
BIPV, TI24, LE24 창호는 건물의 냉난방부하량이 각각 18.1%, 17.5%,
8.3% 감소하였다.
둘째, 기본운전조건에서 운전시간이 증가하는 경우 모든 창호모델에서
난방부하량보다 냉방부하량의 증가율이 높았다. CL24와 비교하여 BIPV,
TI24모델의 연간 냉난방부하 절감률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절감효
과가 유지된다. 운전시간의 증가에 따라 연간 냉난방부하가 증가하고 절
감량도 이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셋째, 기본운전조건에서 난방 설정온도가 높아지는 경우 연간 난방부
하가 높아지는데 BIPV, TI24모델의 경우 다른 창호모델에 비해 연간 난
방부하 증가폭이 커서 에너지 절약효과가 감소한다. 냉방 설정온도가 낮
아지면 연간 냉방부하가 증가하는데 BIPV, TI24모델의 경우 연간 냉방
부하 증가량이 적어서 에너지절약효과는 증가한다.
넷째, 기본운전조건에서 출입침기량이 증가할 경우 모든 창호모델에서
연간 난방부하가 증가한다. 특히 BIPV, TI24모델은 CL24모델 대비 연간
난방부하가 더욱 크게 증가하여 에너지 절약효과가 낮아진다. 출입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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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이 높아지면 LE24모델의 냉난방부하 절감효과가 BIPV, LE24모델에
비해 높아진다.
다섯째, 냉난방부하량이 증가하도록 운전조건을 조합한 경우 냉난방부
하량이 증가할수록 BIPV, TI24, LE24모델의 CL24모델 대비 연간 냉난
방부하 절감률은 점차 낮아진다. 하지만 냉난방부하량과 절감률을 감안
한 실제 절감량은 Case 3에서 가장 크게 나타난다.
여섯째, EHP, GSHP, 가스보일러 + EHP의 세가지 냉난방설비를 적용
하여 에너지소비량을 구하고 이를 1차 에너지로 환산하여 비교한 결과
CL24 대비 다른 창호모델을 적용했을 때 냉난방을 위한 건물의 1차 에
너지소비 절감률은 연간냉난방부하 절감률에 비해 낮아진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투광형 모듈을 적용한 BIPV모델을 여러 운전조건
에서 다른 창호와 비교한 결과 BIPV모델은 운전조건이 변화해도 높은
냉난방에너지 절감효과를 낸다. 하지만 개별적인 조건변화를 감안할 때
냉방부하가 증가하는 조건에서 에너지 절약효과를 나타내지만 난방부하
가 증가하는 조건에서는 에너지 절약효과가 낮아진다. 따라서 난방부하
의 증가를 가져오는 출입침기를 줄이고 난방온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투광형 BIPV 창호의 냉난방에너지 절감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6.2 환경, 경제적 평가

환경적, 경제적 가치평가를 위한 절차와 평가항목, 평가지표를 선정하
여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 투광형 BIPV, 단결정 실리콘 태양광
발전시스템에 대한 환경, 경제적 평가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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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BT와 PBP를 평가지표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EPBT를 비교한 결과 투광형
BIPV의 EPBT는 발전성능 만을 고려할 경우 4.01년으로 나타나 단결정
실리콘 태양광발전시스템의 2.6–2.95년에 비해 높았다. 하지만 냉난방에
너지절감을 고려하여 EPBT를 계산한 결과 운전조건에 따라 1.58–3.77
년으로 나타나 난방부하의 증가를 억제하는 운전조건에서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발전과 비교하여 우수한 환경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PBP를 비교한 결과 투광형 BIPV
의 PBP는 정부지원제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발전량만을 고려할 경우 정
부보조금이 없으면 54.0년, RPS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27.0년으로 나타
났다. 정부지원제도 중에서 초기투자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39.3년으로
나타나 RPS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냉난방에너지요금 절감액을 포함하여 분석하면 운전조건과 정부
지원제도에 따라 PBP가 달라지는데 정부보조금이 없는 경우에는 투광형
BIPV의 PBP는 27.8–42.4년을 나타내었으며 RPS 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18.4–23.8년, 초기투자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20.3–30.9
년을 나타내었다.
넷째, 단결정 실리콘 태양광발전시스템의 경우 RPS 제도를 통해 판매
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PBP를 계산하면 성능계수(PR)에 따라 8.65–9.81
년으로 나타났다. 투광형 BIPV는 냉난방에너지요금 절감액과 RPS를 통
한 발전판매금액을 포함해도 18.4–23.8년으로 나타났으므로 단결정 실리
콘 태양광발전시스템과 비교할 경우 경제적 가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다섯째, 단결정 실리콘 태양광발전시스템과 경쟁하기 위해서 투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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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PV에 대한정부지원제도 마련, 투광형 BIPV의 가격하락이 요구된다.
단결정 실리콘 태양광발전과 동일한 PBP를 만족하기 위한 필요조건을
살펴보면 RPS제도를 통해 생산전력을 판매할 경우 투광형 BIPV 생산전
력의 판매가격은 595.6원/kWh으로 나타났다. 초기투자비를 지원받는 경
우 요구되는 지원단가는 236.23만원/kWp로 나타났다. 현재의 RPS제도에
서 경쟁력을 갖기 위한 투광형 모듈의 가격조건은 847.8원/Wp로 나타났
다.
이상으로 투광형 BIPV가 적용된 사무용건물의 발전량과 냉난방에너지
절감효과를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경, 경제적 평가를 실시하였다. 투
광형 BIPV는 다른 창호모델과 비교할 때 재생에너지발전과 함께 건물의
냉난방에너지 소비량을 감소시켜 제로에너지건축물을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특히 난방부하를 억제하는 운전조건에서 단결정 실리콘 태양광
발전시스템에 비해 EPBT가 낮게 나타나 환경적 측면에서 충분한 가치
가 가진다. 하지만 투광형 모듈의 발전효율이 낮고 가격경쟁력 확보가
지연되어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발전시스템에 비해 경제적 가치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태양광발전 지원제도는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
발전의 가격을 기준으로 변화되어 왔으므로 현재 투광형 BIPV의 보급을
위해서 별도의 FIT나 초기투자비 지원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
재 유기태양전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등 투광성을 가진 저비용 박
막 태양광발전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따라서 투광형 BIPV에 적합한 정
부지원제도를 통해 시장을 형성하고 기술개발을 지원할 경우 투광형
BIPV의 기술혁신과 대량생산에 따라 투광형 BIPV시스템의 가격하락과
시장확대의 선순환이 가능할 것이다. 이를 통해 유리외피를 채택하는 사
무용건물의 제로에너지건축물 구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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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를 통해 투광형 BIPV 창호를 설치할 경우 발생하는 건물의 에
너지 절약효과에서 기후조건이나 건축설계조건과 함께 운전조건이 매우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투광형 BIPV 창호의 기존자재 대체효과와
함께 태양광발전과 건물에너지절약을 포함한 종합적인 에너지성능을 반
영하여 환경, 경제적 평가를 수행한 결과 제로에너지건축물을 위한 핵심
기술로서 충분한 환경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만 본 연구는 실증적용사례를 바탕으로 특정한 건축설계조건과 투광
형 모듈을 적용한 결과로 한계를 가지며 향후 다양한 건축설계조건과 투
광형 모듈에 대한 평가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투광형 BIPV의 종합적인 에너지성능과 환경, 경제적 평가
를 연계하여 투광형 BIPV의 정량적인 가치평가기법과 사례를 제시하여
향후 관련 연구의 확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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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 Performance, Environmental
and Economic Assessment of
Transparent BIPV Window
Applied to Office Buil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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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ro Energy Building(ZEB) has been one of the most popular
options for global warming in building sector, as ZEB minimizes
energy use to a certain level and also uses renewable energy. For
this purpose, building energy saving technologies such as insulation,
airtightness, solar thermal control, and high-efficiency facilities are
developed and renewable energy technologies that can be used in
buildings such as solar energy and geothermal are integrated.
Among various technologies, BIPV (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s) which replaces roof, outer wall and window material of
a building with PV(Photovoltaic) module has become an important
issue, because it is not only producing renewable energy, but also
has complex effects that affects building aesthetics and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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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 consumption.
However, BIPV has low power generation performance according to
the building design conditions and high initial investment cost
compared to general PV power generation.
To overcome this situation, researches on improving the
performance of BIPV and finding suitable application are continuing.
On the other hand, The value of BIPV is analyzed in various aspects
such as reduction of building energy consumption and power peak
load reduction as well as power generation, and research is ongoing
to understand the feasibility of BIPV by environmental-economic
assessment compared to crystalline silicon PV system.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energy, environment and
economic value of BIPV applied to office buildings.
First, building energy simulation was conducted using the actual
application case to determine the effect of building energy saving due
to installation of transparent BIPV windows. Building models were
established to measure annual energy consumption and power
generation of office buildings with transparent BIPV windows and to
reflect climate conditions and design conditions. To understand the
energy saving effects of transparent BIPV windows, clear glass
windows were selected as the basic models and the heat absorption
glass windows and low-e glass windows were constructed as
alternative windows models.
Since the heating and cooling energy of the building depends on
the operating conditions of the building as well as the design
conditions, the energy saving effect of the four operating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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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operation time, the temperature setpoint, the entrance
infiltration and the internal loads was identifi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installing
transparent BIPV in an office building with cooling dominated
condition has energy saving effect. And the energy saving effect
varies greatly depending on the operating conditions.
Among the operating conditions, the increase in heating temperature
and the increase in the entrance air infiltration, which increase the
heating load, were the main management items to increase the energy
saving effect.
For environmental-economic assessment, the solar PV LCA process
proposed by IEA in 2011 was utilized. According to the IEA
guidelines, the energy input to the BIPV system is compared to the
production power and the building energy savings.
Assessment indicators for environmental-economic assessment are
EPBT(Energy Payback Time) which evaluates the input energy
recovery period by dividing the total input energy by the annual
production energy and PBP(Payback Period) which evaluates the
input cost recovery period by dividing the total cost by the annual
energy benefit and compared with general PV using crystalline
silicon.
As a result, EPBT of the transparent BIPV window was shorter
than that of the crystalline silicon PV system when the operating
conditions were properly maintained.
However, when compared to PBP that represent economic value,
PBP of transparent BIPV windows is more than twice as high as
crystalline silicon PV systems even considering the government's
subsi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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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ious analyses results showed that the transparent BIPV
window has sufficient environmental value compared to general PV
due to energy reduction through replacement of exterior materials and
heating and cooling energy saving despite low solar power generation
performance. However, as government support policy is being
implemented in line with the price drop of crystalline silicon solar
power generation system, it is difficult to promote the transparent
BIPV by using the current support system.
In the future, it will be necessary to provide appropriate support
system to promote the technology development and mass production
of the transparent BIPV because the application of the transparent
BIPV in the commercial buildings will be expanded due to the zero
energy building mandatory.
This study presents a methodology for the energy performance,
environmental and economic evaluation of the transparent BIPV and
the value of the transparent BIPV was evaluated by quantitatively
analyzing the actual application cas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a basis for the technology development and detailed valuation
studies of the transparent BIPV.
Key word: Transparent BIPV, Building Energy, Environmental
-Economic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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