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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ontheOutputCharacteristicsofSolarCell
forBuilding'sApplication

Eun-A Moon
Advisor:Prof.Geum-BaeCho,Ph.D.
DepartmentofElectricalEngineering,
GraduateSchoolofChosunUniversity

Thefossilenergy isbeing depleted.Islikethatthetechnical
developmentagainstatransferenergyisnecessary.Specially,the
photovoltaic system uses a solarenergy.The solarenergy is
unlimitedandthereisnotenvironmentalcontamination.
ItusesaPV modulewith integralpartofthebuilding.The

buildingmaterialofexistingittransfersanditreducesacostof
construction. Like this system as the 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System(BIPV System).13 advanced countrieswere
advancedfrom 1990theTASK 16"PhotovoltaicsinBuilding"of
7yearforIEA SHC(SolarHeating & Cooling Program).Itwill
reach and to lead the technicaldevelopmentofthe BIPV was
propelledwithinternationalcommonness.
Ourcountrythespecificgravityofthebuildingagainsttheland

isbig.Alsothebuildingdensityishigh.Itislikethatitisgood
insecurityofthePV moduleestablishmentarea.Butthedomestic



technicallevelofBIPV field stillis attheinitialstage.Itis
becomingtheelementarydesignwhichitraisesinallsouthroof.
In this paper,ittested with 3 1kW PV systems.These PV

system azimuthandangleofinclinationitwillbeabletorotate
bythehand.Theazimuthof3systemsfacedeast,southandthe
west.Theangleofinclinationdid0°,18°,30°,75°,90°.Thecase
system utilizationratioontestresultsouthoreastisabove20%.
Theefficiencyfallsmoreorlessbutitisthoughtthatapplication
itispossible.Itisthoughtthatonlycase30°thewestas21%
applicationitispossible.



- 1 -

ⅠⅠⅠ...서서서 론론론

지구환경문제와 화석에너지 고갈 문제로 인하여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원 및 미래에너지원의 다원화 등을 요하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기술개발
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최근 국제유가가 폭등하고 CO2저감대책 등으
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
특히,태양광발전(PV:Photovoltaic)시스템은 상용전력에 비하여 발전단

가가 높고 일사량에 따른 발전량 편차가 심하나 무한정,무공해의 태양에
너지를 이용하므로 연료비가 불필요하고 대기오염이나 폐기물 발생이 없
으며,반도체 소자로 전기를 생산하므로 진동과 소음이 없고 수명이 길
며,전반적인 시스템을 자동화시키기에 용의하다.또한,지형에 맞게 설계
할 수 있으므로 송전시설이 필요하지 않아 송․배전 손실을 줄일 수 있다
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1,2]

태양광발전요소를 실제적인 건물의 한 구성요소로 이용하고,기존의 건
물재료를 대체하여 재료비용 및 건설비용의 절감효과를 가져다주며 건물
의 미적인 가치를 높여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건물일체화 태양광발전시
스템(BIPV:Building IntegratedPhotovoltaicSystem)을 위한 기술개
발과 관련한 최초의 국제 공동연구는 1990년부터 7년간 독일의 주관하에
선진국 13개나라가 참여한 IEA SHC(Solar Heating & Cooling
Program)의 TASK 16 "Photovoltaics in Building"이며 이를 통해
BIPV의 상업화 및 건축물 통합화에 대한 실용화 기술개발이 국제공동으
로 추진되었다.
OECD 산하단체인 IEA SHC Task16은 화석 연료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시작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태양에너지 이용에 관한 연구 내용,출
판물,소프트웨어,연차보고서,뉴스페터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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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Task16은 건축학적이며 엔지니어적인 이슈들을 통합하여 다루고
있으며 전체적인 목적은 태양전지의 건축물 적용을 위한 기여를 구체화
방안으로서 그 범주는 주거와 상업용 건축물과 계통연계형과 독립형 건축
물을 포함한다.
우리나라는 전 국토에 대한 도시의 비중이 크고 건축물 밀도 또한,매

우 높아 태양전지 설치면적의 확보에 양호한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최근
노후화 된 건축물의 환경성능개선 의지에 따른 건축물 리모델링의 시장의
확대와 그린빌딩 인증의 도입 등 친환경적 요구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태
양전지의 건축물 적용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그러나 BIPV 분야
의 국내 기술 수준은 아직 초기단계로 주택보급형으로 주로 많이 설치되
어 있는 주택용 3kW급 태양광발전시스템이나 10kW급 이상의 중대형 시
스템들도 그 방위는 정남향이며 설치 위치는 모두 옥상에 올리거나 경사
면 옥상에 덧붙이는 초보적인 디자인으로 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태양광발전시스템의 건축물 적용에 있어 태양전지 어레

이의 설치 방위각과 경사각 설정에 따른 발전효율의 차이를 비교검토 분
석하고자 방위각 및 경사각을 변화 시킬 수 있는 1kW 계통연계형 태양
광발전시스템 3기를 이용하여 실제 시스템의 운전을 통한 발전효율에 대
하여 고찰하였으며,실험 데이터를 통해 최대 발전효율을 낼 수 있는 시
스템과 효율을 고려한 건축의 기술적,미적인 특성을 살려 태양광발전시
스템의 여러 가지 건축물 적용가능성에 대하여 입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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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태태태양양양광광광발발발전전전시시시스스스템템템

AAA...태태태양양양광광광발발발전전전시시시스스스템템템의의의 분분분류류류

111...독독독립립립형형형 태태태양양양광광광발발발전전전시시시스스스템템템

독립형 PV시스템은 전력계통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지 못하는 낙도나
산간벽지,무인등대,무인중계소,인공위성 등에 축전지나 인버터를 이용
하여 DC부하 또는 AC부하에 전력을 공급하는 시스템이다.
직류부하용 시스템 구성방식은 부하가 직류전원을 요하는 경우이며 주

로 소용량이고 계통선과 원거리에 떨어져 있을 경우에 이용되고 있으며
주로 무인등대,시계탑,통신장비용 전원 등에 이용된다.[3]

독립형 태양광발전시스템의 구성은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전압
안정회로를 부착한 축전지 저장방식으로 Regulator내에 과전압 보호장치
가 설치되어 있어 항상 일정 전원을 축전지에 공급하여 운전하는 가장 간
단한 시스템이다.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에 Back-upSystem을 보완시킨
축전지 저장방식으로 축전지 전력이 떨어질 경우 Back-upSystem으로
축전지를 충전하여 운전하며,이 시스템은 태양전지와 축전지를 최악조건
에 맞추어 충분하게 설치하지 않아도 되며 직류부하용 시스템으로서는 가
장 이상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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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ge Controller

Inverter

AC Load

DC Load

Power Conditioner

Power ControllerPower Controller

Storage Battery

PV ArrayPV Array

Fig.1Blockdiagram ofstandalonePV system

독립형 태양광 발전시스템은 축적설비를 가지고 있으며 계통선과 분리
되어 있기 때문에 시스템에서 발생된 무효전력이나 유효전력 그리고 고조
파는 전력계통선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그러나 축적설비가 고가이고
넓은 설치공간을 필요로 하며 축전지의 액 보충,유출,폭발과 같은 문제
점들이 나타난다.또한 태양전지에 축전지를 직접 병렬로 연결하여 사용
하는 경우 축적바테리의 전압동요가 태양전지의 동작점을 이동하게 하여
최대전력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며,또한 축전지의 충방전 손실이 발생하
게 되어 효율이 떨어진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림 3에서와 같은 AC부하용 태양광 발전시스템은 그림 2에서와 같

은 DC부하용 시스템에 직․교류 변환장치를 구성하여 축전지에 저장한
전력을 교류로 변환시켜 직접 교류부하에 사용하는 시스템으로서 비교적
수용전력이 소규모인 곳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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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Blockdiagram ofstandalonePV system forDC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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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Blockdiagram ofstandalonePV system forAC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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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계계계통통통연연연계계계형형형 태태태양양양광광광발발발전전전시시시스스스템템템

계통연계형 시스템은 PV모듈과 인버터를 직접 연결함으로서 PV모듈
로부터 발생되는 직류전원과 계통선의 교류전원을 균형 있게 유지하여
AC부하에 전력을 공급하는 시스템이다.[4]

계통연계형 태양광발전 시스템은 단방향 연결형과 양방향 연결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단방향 계통선 연결방식은 주택용,공장용 전원 등으
로 많이 이용되는 시스템으로서 단방향 계통선 연계형 인버터를 사용하여
부하측에 전력을 공급하며 축전지를 사용하지 않고 운전한다.그리고 계
통선에서는 태양전지에서 공급되는 전력의 부족분만을 부하측으로 공급하
는 시스템으로서 그림 4에 구성도를 나타내고 있다.

PV Array

Power
Controller

Utility
Interface

BI-Direction
Inverter AC Load

Utility
Line

Power Conditioner

Fig.4Blockdiagram ofgridconnectedPV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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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는 단방향 계통연계방식을 나타낸 것이고 그림 6은 양방향 계통
선 연계방식의 블록 다이어그램을 나타낸 것이다.
계통연계형 태양광발전시스템은 대용량발전소의 경우나 주택용 전원 등

에 이용하는 시스템으로 계통선 연계형 인버터를 직접 태양전지와 연결하
여 PV모듈로 부터 발생된 인버터출력이 부하가 필요로 하는 전력보다
클 경우 그 잉여전력은 계통선으로 공급되며,PV모듈로 부터 발생된 인
버터출력이 부하가 필요로 하는 전력보다 적을 경우 부족한 전력은 계통
선에서 공급된다.또한 독립형 시스템에서와 같이 고가의 축적설비가 필
요 없기 때문에 축전지의 충방전 손실이 없고 효율이 개선되는 장점을 가
지고 있다.그러나 계통연계형 시스템에서 PV모듈의 발생전력은 인버터
를 통해 계통선과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인버터에 발생되는 고조파
에 의한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의 동요는 직접 전력계통선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계통선에는 많은 시스템들이 연결되어 있고 시스템의 발생전력과 수요

전력이 균등상태에 있다면 계통선에서의 문제들은 찾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안전성에 관련된 기술적인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며,이러한 기
술적인 문제점 해결을 위해 태양전지와 계통선 사이에 전기적인 절연이
필요하며,이로 인하여 시스템의 제어장치가 복잡해진다.
계통연계형 태양광 발전시스템은 보수가 없고 고가의 축적설비가 필요

없으며 시스템효율이 높기 때문에 주택용 PV시스템으로 사용하기 위한
가장 이상적인 시스템 형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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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5Blockdiagram ofunidirectional
grid-connectedPV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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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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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verter

Fig.6Blockdiagram ofbidirectional
grid-connectedPV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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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태태태양양양전전전지지지

111...태태태양양양에에에너너너지지지

태양은 약 50억 년 동안이나 막대한 양의 복사 에너지를 계속 방출하
고 있다.중심 핵의 온도가 1,500만K 이상인 태양 중심부에서 수소 원자
의 핵융합 반응에 의해 생성된 에너지()는 전자파의 형태로 1억 5
천만 km의 거리를 지나 복사에 의해 지표면에 전달된다.지구 대기권 밖
태양광에 수직한 면에서의 에너지는 를 갖게 되며 이를 지구 전
체에 도달하는 에너지 양으로 환산하면 ×에 달하는 양이 된다.
대기권에 도달하기 전 태양에너지 중 30%는 반사되어 소멸되고 나머지
70%가 대기권에 도달한다.이 중 67%가 지표면에 도달하여 결국 지구에
도달한 양의 절반이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되고 있다.

222...태태태양양양전전전지지지의의의 동동동작작작원원원리리리

태양전지는 태양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시켜주는 반도체 소자로서
한 개의 이상적인 다이오드와 의 크기를 갖는 정전류원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상적인 다이오드를 제작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접촉
저항 및 표면층의 시트(sheet)저항 등을 표시하는 직렬저항 와 병렬저
항 를 고려해야 한다.태양전지 표면에 입사하는 빛의 일부는 표면에
서 반사되며,표면을 투과한 빛은 태양전지 내에서 흡수되어 광자수는 지
수함수적으로 감소한다.[5,6,7]

그림 7은 빛이 조사될 때 광기전력효과(PhotovoltaicEffect)를 이용한



- 10 -

태양전지의 등가회로를 보여주고 있다.여기서 는 입사된 빛에 의해
생성된 캐리어가 외부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을 때 폐회로를 통해 흐르는
광전류이고, 는 암전류로서 와는 반대 방향이다.병렬저항 는 이
상적인 다이오드 특성에서 벗어나 일정한 상수 저항으로 표시되는 누설저
항을 나타낸다.

hν

Fig.7 Theequivalentcircuitofsolarcell

등가회로에서의 태양전지의 출력전류는

    


    


 

 (1)

         


   (2)

여기서 는 다이오드 포화전류이다.
윗 식으로부터 태양전지의 출력전류를 구하면 아래 수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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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그림 7에서 광 투사시 =0, =∞인 이상적인 PN접합 다이오드인
경우 부하에 흐르는 전류 은 식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0[exp( )-1] (4)

여기서, 은 출력전류, 는 광전류, 0는 다이오드 포화전류,n은 다
이오드 상수,K는 볼쯔만 상수이고 q는 전자의 전하량이다.[4]

그리고 일정온도와 일정 일사조건에서 태양전지의 전압-전류 특성 곡
선은 그림 8과 같이 된다.

Voltage [V]

C
ur

re
nt

 [
A

]

Im

Vm

Pmax

Isc

Voc

Fig.8Thevoltageandcurrentcurveofsolar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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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개방 전압 ,단락전류 ,충진율 FF(FillFactor)등 3개의 변
수는 에너지 변환효율과 관련되는 파라미터로서,우선 식 (4)로부터
=0인 조건에서 개방전압 는

= ln( 0
+1) (5)

와 같이 되고,단락전류 는 =0인 조건으로부터 = 가 된다.
전지에 연결된 부하저항의 크기를 조정함으로서 어떤 최적 동작점에서 최
대의 출력 가 얻어지게 된다.

max= ⋅ (6)

부하저항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를 라 하면

= ⋅ = ⋅ - 0[exp( )-1] (7)

최적부하조건에서

=0

이므로 최적동작전압 은

= exp( )(1+ )=(
0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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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만족한다.또한 이때의 최적동작전류 은

= ( + 0)⋅( / )
1+( / ) (9)

가 된다.이 커지기 위해서는 특성곡선에서 과 이 와 에 가
까워야 한다.
그리고,태양전지의 특성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단락전류,개방전압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충진율이며 식 (10)과 같이 정의된
다.[5]

=( × )/( × ) (10)

또한,태양전지의 에너지 변환효율은 태양전지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전기 에너지를 입사광에너지로 나눈 값으로 다음과 같다.

η= × = × × (11)

여기에서, 은 입사된 태양광 에너지이다.
따라서 태양전지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락전류 ,개방전압
,그리고 충진율 를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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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태태태양양양전전전지지지의의의 온온온도도도 및및및 일일일사사사량량량 특특특성성성

지금까지 태양전지의 특성을 고찰한 결과 태양전지의 전기적 특성을 결
정하는 요소를 보면 내부적인 변수로서 내부직렬저항 ,내부병렬저항
 그리고 다이오드포화전류  이고,외부적인 변수로서는 일사량과 온
도의 변화 등이 있다.여기서 내부 직렬저항은 태양전지에 광전류가 흐를
때 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저항값으로서 n층의 표면저항,p층의 기판
저항,전극 접촉저항 및 전극자체의 고유저항 등이 포함되고 최대의 효율
을 얻기 위해서는 직렬저항 값이 최소로 되어야 한다.[6,7]

태양전지는 일사강도가 크고 고온인 경우 직렬저항이 미치는 영향은 매
우 크다.태양전지의 직렬저항을 낮추기 위해서는 도핑 농도가 크고 접합
깊이가 깊어야 하나,이렇게 하면 전류가 작아지므로 이에 대한 최적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태양전지의 접합 깊이를 0.3～0.5μm, 표면저항은
50±10Ω 정도로 하고 있다.그리고 태양전지의 전극면적을 5～10%로 유
지시키면서,Grid Finger 폭을 줄이고 Finger 사이의 거리를 좁혀
Finger의 수를 증가시키면 직렬저항을 줄일 수 있다.일반적인 태양전지
의 경우에는 1cm2 면적당 1Ω이하의 직렬저항을 가지면 높은 충진율을
얻을 수 있다.
그림 9는 태양전지의 직렬저항이 태양전지의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나

타낸 것으로,에는 거의 변화가 없으나 충진율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
을 알 수 있고 직렬저항에 의한 전압강하가 순방향 바이어스 상태로 되어
암전류를 증가시키므로 단락전류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병렬저항 즉 누설저항은 태양전지 내부의 누설에 의한 것으로,

p-n접합면의 재결합전류,태양전지의 가장자리를 통한 표면 누설전류,그
리고 태양전지의 표면에 손상이 있어서 전극을 부착시킬 때 금속이 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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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침투하여 접합을 Shunting시키는 경우 등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
다.효율이 높은 태양전지의 경우에는 누설저항이 보통 Ω 이상으로 크
고 누설저항을 크게 하기 위해서는 제조공정 중 태양전지의 표면을 조심
스럽게 다루어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실제 사용되는 태양전지의 경
우 누설저항은 매우 크며,누설저항이 태양전지의 특성에 미치는 영향은
그림 10과 같으며,이 경우 태양전지의 단락전류는 변하지 않으나 누설저
항이 감소함에 따라 충진율 및 개방전압이 감소함을 알 수 있다.
또한,일반적으로 태양전지의 출력특성은 주로 일사량을 비롯한 태양전

지 표면의 청결상태 및 셀의 표면동작온도 등 태양전지 어레이측의 주위
여건에 크게 좌우된다.태양전지의 전류는 거의 일사량에 비례하여 결정
되고 온도변화에 대해서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태양전지의 전압은
일사량 변화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지만 온도변화에 대해서는 태양전지의
전압과 반비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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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계계계통통통연연연계계계형형형 인인인버버버터터터

인버터는 직류를 교류로 변환하여 계통과 병렬운전을 수행하는 데 필요
한 주파수,전압,전류,위상,유효전력,무효전력,기동정지,동기,출력의
품질(전압변동,고조파)의 제어기능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한다.이들의
기능을 실현하기 위한 인버터의 종류는,전류(commutation)방식에 따라
자여식과 타여식,직류회로의 전원특성에 따라 전압형과 전류형,출력의
제어방식에 따라 전압제어형과 전류제어형,부하측(연계계통)과의 절연방
식에 따라 상용주파절연방식,고주파절연방식,트랜스리스방식(무변압기)
으로 분류된다.[8,9]

인버터는 직류를 교류로 변환시켜주는 전력변환장치로서 주회로소자는
최근 IGBT(InsulationGateBipolarTransistor)를 주로 사용하며 스
위칭 주파수는 가청주파수 이상으로 약 20[kHz]의 주파수로 스위칭 시
킬 수 있다.인버터의 기본회로구성은 그림 11에 나타낸 것과 같다.인버
터는 기본적으로 변환부의 IGBT (Q1～Q5)및 필터(리액터 L,콘덴서
C),절연트랜스 등으로 구성되었다.
인버터는 직류전력을 교류전력으로 변환하지만 계통과 동기운전을 하면

서 고조파 전류가 적은 정현파전류를 부하기기 및 계통에 공급하며,인버
터는 태양전지 출력특성의 최대전력을 발전하기 위하여 최대전력추종제어
를 한다.부하기기의 가동이 적은 경우,인버터는 잉여전력을 계통에 역
조류시켜 전력을 상용계통에 공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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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압제어형의 경우는 제어대상이 출력측의 전압의 크기와 위상으로 되
어 있어,과전류 또는 고장전류의 억제에는 불리하나 자립운전이 가능하
므로,설치수용가가 UPS기능의 자립운전형을 요구할 경우에 유리하다.
한편,전류제어형의 경우는 제어대상이 전류의 크기와 위상으로 되어 있
어,과전류 또는 고장전류의 억제에 유리하나 수용가의 부하만을 감당하
여 자립운전하는 경우에는 불리하다.
상용주파절연방식의 경우,PWM인버터를 이용해서 상용주파교류를 만

들어 공급하고,상용주파의 변압기를 이용해서 절연과 전압변환을 수행하
도록 되어 있다.내뇌성 및 노이즈커트특성이 우수하지만,중량과 부피가
크다는 단점이 있다.고주파절연방식의 경우는 소형경량으로 되는 잇점이
있지만,회로가 복잡하게 구성되는 단점이 있다.트랜스리스방식은 소형
경량과 저가격에 잇점이 있고 또한 신뢰성도 높지만 상용전원과 비절연의
상태로 되어 있어 직류전류유출에 대한 검출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한편,인버터는 상기의 기본기능이외에 갖추어야할 기능으로서는 기후

조건에 따라서 변동하는 태양전지의 출력을 최대로 활용하기 위한 자동운
전정지기능과 최대전력추종제어기능,계통보호를 위한 단독운전방지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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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자동전압조정기능,계통 및 인버터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시,계통으로
부터 인버터를 안전하게 분리시켜 정지시키는 기능 등이 있다.
자동운전정지기능으로는 인버터는 해돋이가 시작됨에 따라 일사강도가

점점 증대해 가면 태양전지의 출력을 자동감시 하여 운전을 자동적으로
개시하게 된다.이 때 구름이나 비등의 일기조건이 좋지 않은 경우는 운
전대기상태로 하며,일몰시에는 운전을 정지하도록 하게 된다.
최대출력추종제어의 기능은 태양전지의 출력이 일사강도와 태양전지표

면온도에 따라 변동하게 되는 데,이들의 변동에 따라서 태양전지의 동작
점이 최대출력을 내도록 하는 것을 최대출력추종(Maximum Power
PointTracking)제어라고 한다.즉,인버터의 직류동작전압을 일정시간간
격으로 약간 변동시켜 그 때의 태양전지출력전력을 계측하고 변동전후의
값을 비교하여 전력을 최대로 하는 방향으로 인버터의 직류전압을 변화시
킨다.
단독운전방지기능으로는 태양광발전시스템이 계통에 연계하여 운전하고

있는 상태에서 계통측에 정전이 발생하였을 시,계통측의 부하가 인버터
의 출력전력과 거의 동일할 경우에는 인버터의 출력전압은 변화하지 않는
조건으로 되어 버리기 때문에 전압 및 주파수계전기로서는 계통측의 정전
상태를 감지해 낼 수 없게된다.이 때문에 계속해서 태양광발전시스템으
로부터 계통측으로 전력을 공급할 가능성이 있으며,이 운전상태를 “단독
운전”이라고 정의한다.단독운전이 발생하게 되면,배전계통의 보수점검
자에게 감전위험을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인버터를 정지시
킬 필요가 있다.단독운전상태에서는 전술과 같이 전압계전기(OVR,
UVR),주파수계전기(OFR,UFR)로는 보호가 불가능 하므로 단독운전상
태를 검지하여 인버터를 안전하게 정지시킬 대책을 갖추어야 한다.현재
까지 알려진 대책으로서는 수동적 방식과 능동적방식의 2방식이 있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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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방식은 연계운전에서 단독운전으로 이행시의 전압파형 및 위상 등의
변화를 감지하여 인버터를 정지시키는 방식을 말하며,능동적 방식은 항
상 인버터에 변동요인을 인위적으로 주어서 연계운전시에는 그 변동요인
이 출력에 나타나지 않고,단독운전시에는 이상이 나타나도록 하여 그것
을 감지하여 인버터를 정지시키는 방식을 말한다.수동적 방식에는 전압
위상도약검출방식,제3고조파검출방식,주파수변화율검출방식이 있으며,
검출시한은 0.5초 이내 보지시간은 5초～10초 정도이고 능동적 방식에는
주파수쉬프트방식,유효전력변동방식,무효전력변동방식,부하변동방식 등
이 있으며,검출시한은 0.5초～1초 정도이다.
자동전압조정기능으로는 계통연계운전시 역조류운전을 수행할 경우,수
전점(연계점)의 전압이 상승하여 전력회사의 전압적정운전범위를 벗어나
게 할 가능성이 있다.이에 대한 방지대책으로서 자동전압조정기능을 갖
게하여 전압의 상승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이의 제어방법에는 진상무효
전력제어와 출력제어의 2방식이 고려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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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D...PPPVVV시시시스스스템템템의의의 입입입사사사각각각 설설설정정정

111...PPPVVV시시시스스스템템템의의의 건건건축축축적적적 적적적용용용

초기의 PV 시스템은 건물 요소로서의 기능보다는 전력이라는 에너지
생산에만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건물의 외부나 옥상에 새로
운 구조물을 세워서 부착시키는 형태가 주류를 이뤘으나 차차 건물의 지
붕이나 외피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발전해서 현재는 건물 재료의 일부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으며 새로운 제품들의 개발로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건물의 외피에 적용하는 PV 모듈은 기존의 건물재료를 대체하여
재료비용 및 건설비용의 절감효과를 가져다주며 건물의 미적인 가치를 높
여주는 장점이 있다.이것은 건물 일체화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으로 PV
모듈이 실제적으로 건물에 어느 정도 적용되는가에 관련된다.[12]

PV시스템을 건물에 적용할 때는 기후 요인과 방향,그리고 대지의 특
성과 관련된 환경적 요소,도시계획,건축법,PV모듈의 유형과 설치방법,
미적인 관점,그리고 구조 및 엔지니어링 측면의 고려가 필요하다.예를
들어,건물에서 냉방은 에너지 소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에 건물 외피는 일사량을 최소화시키도록 설계되는 것이 일반적이지
만 PV모듈을 설치할 때는 최대 효율을 얻기 위해서 가능한 최대의 일사
량을 필요로 한다.이처럼 PV시스템의 건축 일체화 방법은 최적의 방향
과 경사도를 가지고 최대의 전력을 생산해 내는 PV시스템 고유의 목적을
유지함과 동시에 기술적,미적인 특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수년 전
부터 많은 선진국에서는 PV시스템을 건물에 적용함에 있어 이와 같은 고
려사항을 충분히 인식하고 계속된 연구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일체화 시
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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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어어어레레레이이이 설설설정정정 유유유형형형

태양광발전시스템의 어레이 설정유형은 독립형,부착형,일체형으로 분
류할 수 있으며,구성요소에 따라 지붕 일체형,입면 일체형,차양 시스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13∼16]

독립형의 경우 기존의 건물과 평평한 지붕 또는 약간의 경사가 있는 지
붕에 쉽고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건물 외피와는 별도로 새롭
게 설치된 구조물에 부착되는 형태이며,이 방법에서 PV시스템은 최적의
방향과 경사각 (경사각 30°,정남향)을 유지한 채 설치될 수 있으나 시각
적으로 좋지 않은 효과를 가질 수 있다.또한 건물에 부가적으로 설치된
구조물에 PV시스템이 부착됨으로 실질적인 건물 부재의 절약이 이루어지
지 않으며 추가되는 구조물로 인해서 추가적인 비용이 요구된다.
부착형의 경우 PV모듈을 지붕이나 벽체와 같은 건물의 외피와 평행하

게 덧붙이는 형식으로 설치가 비교적 간단하고 쉽다.PV시스템의 설치가
건물에 주는 시각적 효과는 앞의 독립적인 설치방법보다 좋으나 설치에
따른 건물외피 부재의 절약은 마찬가지로 이루어지며 건물의 향에 따라
방위각이 설정지어 진다.
일체형은 외피마감형과 차양장치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외피마감형은 PV모듈을 건물의 지붕과 벽의 외장 마감재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전기 생산이라는 PV 본래의 기능이외에도 건물외피 재료의 대체
라는 건축적 기능성을 갖는다.PV모듈을 이용한 건물재료의 대체는 재료
비용 및 건설비용을 절감하는 부수적인 효과를 갖게 한다.이 방식은 PV
모듈을 건물의 단열층인 불투명층 위에 위치시켜서 건물의 가장 바깥층을
이루는 형태로 주로 새로운 건물이나 건물 외피의 교체를 포함하는 건물
개보수의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이러한 건물 일체형 시스템에서는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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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이 90°에 이르며 PV셀의 고효율성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PV모듈 후면
에 충분한 환기가 이루어져야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설치면적이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PV모듈을 건물의 차양장치로 사용하는 방식인 차양장치형은 경량의

PV모듈을 블라인드나 어닝(awning)의 형태로 건물에 적용하기 때문에
직사광선을 차단하고 동시에 간접광인 산란광을 실내로 유입시킬 수 있
다.건물 내부공간의 용도 특성상 반사에 의한 자연채광이 필요한 곳에서
이러한 방식은 전기생산과 자연채광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방위각역시 건물의 향에 따르나 경사각의 경우 30°에서 채광
효과에 따라 50°정도로 설치가 가능하다.
PV모듈은 다양한 방식으로 건물에 일체화가 되는데 크게 건물의 외피

요소인 지붕,벽체 그리고 차양장치로서 적용된다.건물 외피는 외부환경
으로부터 실내를 보호하고 외관을 장식하는 역할을 한다.건물의 구성요
소로 사용되는 PV모듈 역시 이러한 기본적인 건물외피의역할을 수행하게
된다.최근의 제품 개발 경향은 크게 지붕통합형 모듈,입면통합형 모듈,
지붕타일 또는 슁글(shingle)의 세 가지 영역으로 나뉜다.
PV모듈이 지붕의 마감재로 사용되도록 지붕의 구조시스템에 결합되는

것이 지붕일체형 시스템이다.일반적으로 PV모듈을 지붕에 설치하는 것
은 일사획득에 요구되는 경사각을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어서 PV모듈의
우수한 성능을 얻는데 유리하며 건물의 다른 부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미학적,기능적으로 일체화가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다.하지만 구조적인
문제나 기후변호요인,먼지나 오물의 축적 그리고 눈이나 물,바람에 대
한 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입면 일체형 시스템의 경우 건물의 외벽은 물의 유입을 차단해야 하고

열 손실을 조절해야 할뿐만 아니라 빛의 유입을 조절하고,차음의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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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하며 기술적으로 유지하는데 있어서 용이해야 한다.일반적으로 수
직으로 세워진 벽은 지붕에 비해서 태양광에 대한 최적의 향과 경사각을
이루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음영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 또한
크다.따라서 건물 외벽에서 PV시스템의 성능을 최적화하는 것은 지붕에
비해 복합적으로 세부적인 고려사항이 필요하다.
외벽에 사용되는 PV모듈은 PV셀이 삽입된 몇 겹의 유리재로 만들어지

며 다양한 색상과 빛 투과율이 가능함으로 일반 외장재처럼 건물의 외벽
에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다.또한 일반적으로 커튼월 공법에 사용되는
유리외장재처럼 PV외장마감재도 공정제작이 가능하다.PV모듈은 빗물방
지용 건물 외피마감재로 쉽게 사용될 수 있는데 이것은 건물 외벽에 물이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고 환기를 목적으로 건물 외벽과 외피막 사이를 띄
우는 형식이다.건물체와 외피막 사이의 공간에서 발생되는 공기의 대류
는 PV시스템의 성능 향상에 중요한 셀의 온도강하에 많은 도움을 주며
PV시스템의 배선을 위한 공간으로도 활용된다.한편 외벽체를 이중으로
구성하면 커튼월 공법에서 구조체와 외장재의 결합부분에서 발생하는 문
제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PV모듈이 생성하는 열을 이용하는 방
법도 고려할 수 있다.
불투명한 PV모듈은 창문의 차양으로 설치 될 수 있다.또한 PV모듈은

창문에 빛 선반(lightshelves)으로 설치될 수 있는데 이것은 실내에 직
접광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고 실내로 빛을 반사시켜 산란된 간접광을
유입시킨다.태양빛을 받는 빛 선반의 윗부분을 PV모듈로 제작하고 그늘
이 지는 아래 부분은 반사재를 사용하면 자연채광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
다.이때 PV모듈의 표면은 빛을 실내의 천장으로 반사하게 된다.반투명
PV모듈을 만드는 방법은 반투명한 특정한 PV cell을 모듈에 적용하여
PV패널이 반투명이 되게 만든다.또는 불투명 재직을 일정한 간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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띄워서 배치하고 그 사이를 투명하게 유지하여 효과적인 반투명 PV장치
를 만들기도 한다.반투명 PV모듈을 단열유리나 고성능 다층막 창호유닛
과 결합시키는 것이 가능하다.전력 생산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실제로 전
기를 생산하는 PV 면적이 줄게 됨으로 이 형태의 PV시스템은 일반적인
PV모듈보다 효율이 떨어진다. 그림 12태양광발전시스템의 유형별로 적
용된 사례를 보여주고 있고 그림 13과 그림 14는 시스템의 유형별 구조
와 적용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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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독립형 (b)지붕 부착형

(c)일체형 (d)연립형 BIPV

(e)입면부착형 차양 (f)지붕 일체형 돔형

Fig.12BIPV system application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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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지붕 일체형 (a')지붕 일체형 구조

(b)경사 외벽면 일체형 (b')경사 외벽면 일체형 구조

Fig.13BIPV system application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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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창문 일체형(반투명) (c')창문 일체형 구조

(d)입면 부착형 (d')입면 부착형 구조

Fig.14BIPV system application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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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실실실험험험 및및및 결결결과과과

AAA...시시시스스스템템템 구구구성성성

53W급 태양전지 모듈 20장을 직렬 연결하여 구성된 1kW급 어레이 3
기는 각기 경사각과 방위각이 가변이 가능한 지지대에 설치되었으며,일
사량과 온도 및 태양전지 출력은 RTU와 양방향 디지털전력계를 통하여
디스플레이 및 데이터를 취득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감시제어 시스템은 크게 3부분으로 나뉘어있다.먼저 3개의 어레이의

전압과 전류를 접속반을 통해 각각 측정이 가능함으로써 각 어레이의 위
도와 경도를 변경하여 값을 얻을 수 있으며,발전량에서부터 부하량 그리
고 계통사용량까지 PC에서 감시제어가 가능하다.현재 어레이의 전압 전
류값은 Transduser를 거쳐 RTU를 통해 PC와 RS-422통신으로 DATA
를 실시간 저장하며,전력감시용 자동화 프로그램을 세팅하여 감시제어하
고 있다.또한,일사량계를 수평으로 설치하여 수평면 일사량을 저장하고
있으며 온도계는 태양전지 모듈에 부착하여 모듈의 표면 온도를 측정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경사각과 방위각의 가변이 가능한 1kW급 PV 시스템을

동,서,남향의 다양한 경사각에 따른 발전량을 비교 분석하였다.그림 15
는 3기의 태양전지 어레이 지지구조물을 보여주고 있고 그림 16은 방위
각 및 경사각이 가변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지지물의 구조의 설계도면을
보여 주고 있다.지지물은 수동으로 방위각은 360°회전이 가능하고 경사
각은 0°에서 90°회전이 가능하다.그림 17은 전체 시스템의 구성을 보여
주고 있고 그림 18은 전체 시스템의 계통도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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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5InfrastructureofsupportforPV array

Fig.16DraftofSupport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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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버터인버터인버터인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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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7Configurationof1kW PV system

Fig.18Blockdiagram of1kW PV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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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실실실험험험결결결과과과 고고고찰찰찰

본 논문에서는 경사각과 방위각이 가변이 가능한 1kW단위 3기의 태양
광발전시스템을 구성하여 건축물의 방위각은 정동,정서,정남향으로 분
류하고 경사각은 수평 지붕에 부착할 경우는 0°로,우리나라 주택 지붕의
평균 경사각은 18°,태양전지의 최적의 경사각은 30°이며,수직 외벽면에
경사 부착할 경우 경사각은 75°,수직 외벽면에 부착할 경우 경사각은
90°이므로 경사각은 0°,18°,30°,75°,90°의 5단계로 나누어 실험을 수
행하였다.
표 1과 표 2는 1일 누적 출력량과 어레이변환효율 및 시스템 이용율을

데이터화 한 것이고 그림 19∼그림 23은 경사각이 0°,18°,30°,75°,90°
일 때 방위각에 따른 1일 PV 출력량과 어레이변환효율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경사각 및 방위각 변화에 따른 PV 출력량,1일 누적출력량,어레
이변환효율,시스템 이요율에 대한 실험을 통한 결과분석은 다음과 같다.
PV 최대 출력량은 정남향일 경우 오후 1시 전후이고 동향일 경우 경

사각이 커질수록 왼쪽 즉 오전에 나타나게 되고 서향일 경우는 반대로 경
사각이 커질수록 오른쪽 즉 오후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동향일 경우 오전의 일사량의 변화에 따라 1일 누적 출력량은
큰 영향을 받게 되고 서향일 경우는 오후의 일사량의 변화에 따라 1일
누적 출력량이 큰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경사각이 클
수록 그 영향을 더 크게 받음을 알 수 있었다.
1일 누적 출력량은 남향이 제일 크고 동향은 경사각이 75°시에만 83%

로 남향보다 현저히 차이가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오전중의 일사량이 현
저히 감소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되며,서향은 경사각이 0°시에만 남향의
98%이고 18°,30°시에는 90%미달이며 75°,90°시에는 80%,77%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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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히 떨어졌다.경사각이 0°시에는 수평으로 되어 있어 방위각이 동향,
남향,서향에 상관없음으로 시스템의 출력량은 비슷하였다.
어레이변환효율은 경사각이 0°시에 방위각 동향,남향,서향에 상관없

이 효율은 일정하지만 약 9%로서 다소 떨어졌다.남향은 경사각이 75°일
경우 오전과 오후에 효율이 현저히 올라가는 이유는 수평면 일사량보다
경사면 일사량의 강도가 높기 때문이고 90°시 오후에 효율이 떨어지는
것은 오후에 일사량이 현저히 떨어졌기 때문이다.동향은 오전에 오후보
다 효율이 높고 서향은 오후가 오전보다 효율이 높다.
태양광발전시스템은 화창한 날에는 이론상으로 1일 누적 출력량을 정

격으로 8시간 출력으로 계산할 경우 이용율은 33% 이나 실제 운전하여
분석한 결과에 따른 이용율은 최대 26.62%이다.남향 일 경우 경사각
90°시에도 20%이상으로 효율이 다소 떨어지기는 하지만 적용 가능하다
고 사료된다.동향일 경우 경사각 18°와 75°시 20%이하로 떨어졌으나 경
사각 90°시에는 20%이상인 것은 실험운전 중 18°와 75°시 오전의 일사
량이 현저히 떨어졌기 때문이다.그러므로 건물 동향외벽이나 옥상에도
설치 가능하다고 사료된다.서향일 경우 경사각이 30°시에는 21%로 설치
가능하고 경사각이 75°나 90°시에는 18%,16%로서 수직벽 부착형은 서
향 적용시 효율이 반정도 떨어짐으로 적용 불가능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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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1PV outputbyvariableangleofinclination& direction

경사각
일사량
()

어레이 출력() 남향대비율(%)

동 남 서 동/남 서/남

0° 8364 6199 6389 6266 97.03 98.08

18° 5930 4786 5080 4559 94.20 89.73

30° 7754 5625 6090 5111 92.37 83.93

75° 7152 4475 5392 4346 83.00 80.61

90° 7334 4837 5034 3898 96.08 77.43

Table2Conversionefficiency& utilizationratiobyvariableangle
ofinclination& direction

경사각
어레이변환효율(%) 시스템이용율(%)

동 남 서 동 남 서

0° 8.74 9.01 8.83 25.83 26.62 26.11

18° 9.51 10.10 9.06 19.94 21.17 19.00

30° 8.55 9.26 7.77 23.44 25.38 21.30

75° 7.38 8.89 7.17 18.65 22.47 18.11

90° 7.78 8.09 6.27 20.16 20.9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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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각 0 PV  출력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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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각 18 P V  출력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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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0PV OutputQuality& conversionefficiencyof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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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각  3 0  P V 출력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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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각 75 PV  출력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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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각 90 PV  출력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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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결결결 론론론

태양광을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PV 시스템의 건물 적용방식 및 구
조에 대해 기술하였고 적용 방식을 건물 일체화 정도 및 건물구성요소 적
용 방식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하여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방위각 및 경사각을 수동으로 회전할 수 있는 1kW급

PV 시스템 3기를 이용하여 태양전지의 건물 적용에 따른 동향,남향,서
향에 각기 경사각 0°,18°,30°,75°,90°의 5단계로 나누어 실험을 수행
하였다.운전을 통하여 PV 출력특성 및 효율특성에 대해 분석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PV 출력량은 동향일 경우 오전의 일사량의 변화에 따라 큰 영향을 받
게 되고 서향일 경우는 오후의 일사량의 변화에 따라 큰 영향을 받게 되
며,경사각이 클수록 그 영향을 더 크게 받음을 알 수 있었다.

2.어레이변환효율은 수직 외벽면 부착시 오전과 오후에 효율이 현저히
올라가는 것은 일사량을 수평면 일사량이고 이때 태양의 고도각과 태양전
지의 경사각이 비슷하고 일사강도도 일정한 값에 도달했기 때문이고 동향
은 오전에 오후보다 효율이 높고 서향은 오후가 오전보다 효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시스템 이용율은 남향이나 동향일 경우 20% 이상으로 효율이 다소 떨
어지기는 하지만 적용 가능하다고 사료되고 서향일 경우 경사각이 30°시
에는 21%로 설치 가능하지만 수직벽 부착형은 효율이 반정도 떨어짐으
로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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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데이터는 태양전지를 미래지향적 건축물의 구조에 쉬이 친화되면서
환경적,기술적,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리라 본다.향
후 장기간의 실증 운전을 통하여 PV 출력특성 및 발전효율을 비교분석할
예정이다.이를 통해 태양광발전시스템이 보급되는데 크게 이바지하도록
연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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