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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hotovoltaic (PV) systems are commonly used as on-site electric power generators for ZEBs in 

the Republic of Korea. To enhance the performance of PV systems, considering efficient 

installation conditions, such as the optimal azimuth and tilt angles, is critical. Under domestic 

PV application guidelines, the azimuth of installation for building-applied PV systems is 

stipulated within a maximum of ±90° based on the south-facing direction. In general, the north- 

facing direction is known as a weak position for PV systems. However, several studies have 

shown that the north-facing direction can be a good option for building PV installations, 

typically when the installation areas are limited within a building site. Even if the PV panel faces 

north, the system can operate effectively with proper performance when installed at a suitable 

inclination angle. In existing studies, system behavior has been verified based on simulation- 

based analysis, but actual operational data analysis remains insufficient. This study aims to 

evaluate the feasibility of north-facing PV systems based on a performance evaluation of the 

measured data of a roof PV system. The roof PV system analyzed in this study was composed of 

modules, module-level power electronics (MLPE), and one inverter. The PV modules and MLPEs 

were installed on both the southern (SIR) and northern (NIR) inclined roofs. Based on the 

annual cumulative DC power, the energy yields of the MLPE connected to modules of the SIR 

and NIR are 1,445.0 and 1,068.7 kWh/kWp, respectively. Our study found that the ratio of the 

performance of MLPE on the NIR to MLPE on the SIR was 74.0%. This ratio was similar to the 

energy yield of the PV system on the south vertical plane as compared to that on the south slope 

plane. The analyzed results revealed that an acceptable performance of the PV system installed 

on a northern slope at a suitable inclination angle could be expected as compared with other PV 

installations such as the southern vertical.

Keywords: 태양광발전시스템(PV system), 북향(North-facing), 방위각(Azimuth), 경사각(Inclination 
Angle), 성능(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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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및 약어 설명

PV : Photovoltaic

MPP : Maximum power point

MLPE : Module level power electronics

 : Energy Yield of DC (kWh/kWp)

 : Energy Yield of AC (kWh/kWp)

 : Cumulative DC power (kWh)

 : Cumulative AC power (kWh)

 : Capacity (kWp)

 : DC power (kW)

 : AC power (kW)

 : Efficiency of inverter (%)

1. 서 론

정부는 2020년부터 공동주택을 제외한 연면적 1,000 m2 이상의 공공 건축물을 대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를 시행하였다. 2023년부터는 연면적 500 m2 이상의 공공 건축물뿐만 아니라 30세대 이상의 공공 공동

주택을 대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대상을 확대한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획득을 위해서는 “에너지

자립률 20% 이상”,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이상”, “BEMS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또는 

원격검침 전자식 계량기 설치”를 모두 만족해야만 한다. 에너지자립률은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비량 대비 단

위면적당 1차에너지생산량의 비율을 의미하며, 이를 20% 이상 달성해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의 최하위등급

인 5등급을 인증받을 수 있다1). 따라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획득을 위해서는 신 ․ 재생에너지 시스템 적용을 

통한 에너지 생산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양한 신 ․ 재생에너지 시스템 중 태양광발전시스템(PV system, Photovoltaic system)은 건축물의 제로에너

지화를 위한 주요 신 ․ 재생에너지 기술로 평가받고 있으며, 실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사례2)를 살펴보면 PV 

시스템을 기본으로 설치하고 부가적인 신 ․ 재생에너지 시스템 적용을 통해 건축물이 제로에너지화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신 ․ 재생에너지 설비 시공기준 등을 안내하고 있는 “신 ․ 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등에 관한 지침”3)을 통해 태양

광 설비 시공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다양한 항목 중 설치방위각은 시스템 유형을 두 가지로 분류하여 안내하고 

있다. 첫 번째인 일반 PV 시스템은 정남향을 기준으로 ± 45° 이내(남동향부터 남서향까지)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두 번째인 건물형 PV 시스템(건물일체형 PV 시스템 및 건축부착형 PV 시스템)의 경우 ± 90°까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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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하고 있다. 설치 경사각에 대한 기준은 설치 지역의 위도와 근접하게 설치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중간

기(3~5월, 9~11월)를 기준으로 1일 일조시간 5시간 이상만을 규정하고 있다.

실제 PV 시스템의 설치방위각을 조사해보면 대부분의 PV 시스템은 정남향을 기준으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설치 조건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된다4-9). 그뿐만 아니라 박공지붕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지붕형 PV 시

스템 또한 남향을 향하는 지붕에만 PV 모듈을 설치하여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0-12).

하지만 해석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설치방위각과 경사각에 대한 발전성능을 평가한 선행 연구13)에 따르면 북

향으로 PV 어레이가 설치되더라도 경사각에 따라 일부 설치 조건은 남향 설치조건보다 높은 발전량을 나타내는 

것이 확인된다. 정남향의 수직면으로 설치된 PV 시스템의 발전성능은 정북향의 경사각 15°로 설치된 PV 시스템

과 유사한 성능을 나타내며 경사각을 더 완만히 설치하면 오히려 높은 발전량을 나타내는 것이 확인된다.

이에 따라 시공기준 상에서 설치 경사각을 종합 고려한 설치방위각 범위의 확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건축물의 제로에너지 의무화 대상 건물이 확대되는 현시점에서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하지만 실제 북향으로 설치된 PV 시스템이 해석프로그램을 통해 산출된 성능과 유사한 성능을 나타내는지

에 대한 검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MPLE (Module Level Power Electronics)를 활용하여 시스템을 구성한 국내 지붕형 

PV 시스템의 운영 자료 수집 및 분석을 바탕으로 PV 시스템의 북향 설치 타당성에 대해 평가하고, 종합적인 설

치방위각과 경사각 범위를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2.1 지붕형 태양광발전 시스템

지붕형 PV 시스템의 북향 설치 타당성 평가를 위한 분석 대상 시스템은 전라북도 완주군에 있다. 지붕형 PV 시

스템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단독주택)은 바닥면적이 서로 다른 2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바닥면적 차이로 인

해 1층 일부와 2층에 지붕이 형성되어 있다. 지붕은 박공지붕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건물이 정남향을 향하고 있

어 각 지붕면이 남향과 북향을 향하고 있다. 이때 지붕의 물매(PV 모듈 설치 경사각)는 18°로 확인되었다.

지붕형 PV 시스템은 PV 모듈, MLPE (Module Level Power Electronics) 및 인버터를 활용하여 시스템을 구

성하였으며, 지붕 마감재 위에 모듈 고정을 위한 구조물 설치 후 모듈이 설치되었다. 남측 지붕면과 북측 지붕면 

모두 PV 모듈을 설치하여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Fig. 1은 분석 대상 시스템이 적용된 건물의 모습, 설치 과정, 

MLPE, 인버터 등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앞선 설명과 Fig. 1을 통해 지붕형 PV 시스템의 경우 지붕 마감재와 

모듈 사이에 간격이 있어 후면환기가 가능한 조건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1층 지붕 위에 설치된 모듈의 경우 2층 

구조물에 의해 음영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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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various view of the roof PV system

지붕형 PV 시스템은 2가지 PV 모듈을 활용하여 구성되었다. 2가지 모듈은 동일 단결정의 Half Cell을 활용하

여 제작되었으며, 모듈을 구성하고 있는 태양전지의 개수와 직렬 연결을 변화하여 최대출력(Power at MPP)과 

개방전압(Open circuit voltage) 및 최대출력 전압(Voltage at MPP)에 차이가 있다. 시스템에 적용된 각 모듈의 

사양은 Table 1과 같다.

지붕형 PV 시스템은 남측 경사면에 설치된 모듈과 북측 경사면에 설치된 모듈 모두 1개의 인버터에 연결하여 

시스템을 구성하였는데, 이때 발생할 수 있는 모듈 간 출력 차이에 의한 시스템 성능 저하는 MLPE 적용을 통해 

해결하고자 했다. 남측 경사면은 325 Wp (‘Module 01’ in Table 1) 모듈 13장, 390 Wp (‘Module 02’ in Table 

1) 모듈 11장 및 MLPE 13대를 활용하여 구성되었으며, 북측 경사면은 325 Wp 모듈 11장, 390 Wp 모듈 13장 

및 MLPE 13대를 활용하여 구성되었다. Fig. 2는 PV 모듈과 MPLE의 연결 상세를 나타낸 것이다. MLPE 1대당 

2장의 모듈을 연결하여 시스템을 구성하였으며, 일부 MLPE는 1장의 모듈만을 연결하여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Table 1 The specifications of PV modules installed on roof

Items Module 01 (M01 in Fig. 2) Module 02 (M02 in Fig. 2)

Power at MPP [W] 325 390

Short circuit current [A] 10.14 10.14

Open circuit voltage [V] 40.40 48.48

Current at MPP [A] 9.66 9.66

Voltage at MPP [V] 33.65 40.38

Efficiency [%] ≥19.3 ≥19.4

Temperature Coefficient of Power [%/K] -0.37

Temperature Coefficient of Current [%/K] -0.28

Temperature Coefficient of Voltage [%/K] +0.04

Size (Width / Height / Thickness) [mm] 1,000 / 1,685 / 32 1,000 / 2,015 / 35

Weight (Weight per m2) [kg, kg/m2] 18.7 (11.1) 23.5 (11.7)

Feature Mono c-Si / Half cell / Decentralized Junction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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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diagram of roof PV system with MLPE

지붕형 PV 시스템 및 각 설치 조건에 대한 정보는 Table 2에 나타냈다. 시스템은 17.16 kWp 규모로 구성되

었으며, 남측과 북측 경사면은 각각 8.515 kWp, 8.645 kWp로 구성되었다. 이때 남측 경사면에 대한 북측 경사

면의 설치용량 비율은 약 102%로 유사한 설치용량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2 The specification of system and each string

Items Roof PV system The south-facing string The north-facing string

Capacity [kWp] 17.16 8.515 8.645

Installation

Condition

Azimuth [°] - 180° (S) 0° (N)

Angle of Inclination [°] - 18° 18°

Rear Ventilation - Natural Ventilated Natural Ventilated

2.2 지붕형 태양광발전시스템의 성능 평가

지붕형 PV 시스템의 성능 평가는 2단계로 나누어 수행되었다. 첫 번째 단계는 전체적인 지붕형 PV 시스템의 

직류 출력에 대한 발전성능, 교류 출력에 대한 발전성능과 인버터의 변환 효율을 평가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

는 북측 경사면과 남측 경사면의 직류 출력에 대한 발전 성능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붕형 PV 

시스템의 북향 설치 타당성에 대해 평가하였다. 이때 설치방위각을 제외한 요소가 발전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

도록 음영이 발생하는 영역의 모듈과 연결된 MLPE를 제외한 나머지 MLPE를 대상으로 평가하였다. 분석에 활

용된 MLPE는 Fig. 2에 강조하였다.

직류 출력 및 교류 출력에 대한 발전성능은 단위설치용량에 대한 발전량을 의미하는 Energy Yield를 활용하

여 평가하였다. Energy Yield는 특정 기간(년, 월, 일 등) 동안 누적 발전량을 설치용량으로 나누어 산출된다. 일

일 누적 발전량을 설치용량으로 나눈 Energy Yield는 일일 발전 시간(Hour/Day)의 의미로 활용되기도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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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누적 발전량을 설치용량으로 나눈 Energy Yield는 연간 발전 시간을 의미하며, “단위에너지생산량 및 원

별 보정계수(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별표10])”에서 태양광 단위 에너지 생산량의 단위와 같

은 의미이다. Energy Yield 및 인버터의 변환 효율은 아래 식을 통해 산출되었다.

 
 

 (1)

 
 

 (2)






 × (3)






 × (4)


 

  (5)

지붕형 PV 시스템은 2020년 2월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모니터링은 MLPE 및 인버터 

회사에서 제공하는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며 MLPE, String Combiner 및 인버터에서 측정되는 자료에 대해 

제공한다. 사용자가 선택하는 시간 간격에 따라 데이터 조회 및 저장을 할 수 있으며, 짧게는 5분 길게는 1년 단

위 데이터의 조회 및 저장을 할 수 있다. 분석 대상 지붕형 PV 시스템의 경우 2021년 2월 중 모듈, MLPE 및 인

버터에 대한 결선을 수정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전체 기간에 대한 운영 자료가 아닌 최근 1년(2021년 6

월부터 2022년 5월까지)간의 자료를 활용하여 성능 분석을 수행하였다. 성능 분석을 위한 자료는 15분 간격의 

자료를 1시간 간격으로 통계 처리(합산, 평균 등)하여 활용하였다.

3. 지붕형 태양광발전시스템의 운영 성능

3.1 지붕형 태양광발전 시스템의 운영 성능

Fig. 3은 분석 대상 지붕형 PV 시스템의 월별 및 연간 Energy Yield를 DC와 AC에 대해 각각 나타낸 것이다. 

월별 Energy Yield 분석 결과, 5월의 발전성능(DC Energy Yield : 161.75 kWh/kWp ․ mon, AC Energy 

Yield : 159.14 kWh/kWp ․ mon)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절기에 가까워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는 PV 모듈이 남향과 북측 경사면에 설치된 시스템 특성상 동절기에 가까워질수록 PV 모듈에 조사

되는 일사 강도(W/m2)가 약해지고, 이에 따라 누적 일사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된다. 이 

외에 전체 시스템 용량 중 약 50%에 해당하는 PV 모듈이 북측 경사면(18°)으로 설치되어 있어 많은 발전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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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3.2 설치조건(남측 경사면 : 북측 경사면)별 스트링

의 운영 성능”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월별 Energy Yield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산출한 DC 및 AC의 연간 Energy 

Yield는 각각 1,223.88 kWh/kWp ․ yr, 1,198.52 kWh/kWp ․ yr로 분석되었다.

Fig. 3 The DC & AC energy yield of roof PV system

Fig. 4는 동일 기간 인버터의 시간별 DC-AC 변환 효율을 활용하여 입력 DC 전력에 대한 변환 효율 변화 추

이 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입력 DC 전력이 약 1.5 kW 미만일 때 변환 효율이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

났으며, 입력 DC 전력이 3 kW 이상일 때 약 98%로 동작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Fig. 4 The trend of DC-AC conversion efficiency for input DC power

Table 3는 월평균 인버터의 DC-AC 변환 효율을 나타낸 것이다. 월평균 변환 효율은 96.72% ~ 98.38% 사

이의 범위에 분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발전성능이 가장 좋지 않은 12월에 96.72%로 분석되었으며, 발전성

능이 가장 우수한 5월에 98.38%로 분석되었다. 연평균 97.93%의 변환 효율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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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버터 사양서에 제시된 변환 효율 98%와 매우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3 The monthly DC-AC conversion efficiency of inverter

Items Jan Feb Mar Apr May Jun Jul Aug Sep Oct Nov Dec Annual

Conversion efficiency [%] 97.79 97.84 97.92 98.17 98.38 98.05 97.88 97.39 98.36 98.05 97.53 96.72 97.93

3.2 설치조건(남측 경사면 : 북측 경사면)별 스트링의 운영 성능

Fig. 5는 남측 경사면과 북측 경사면의 다수 MLPE 중 음영 영향이 없는 2층 지붕의 전체 MLPE를 설치조건

별로 월별 Energy Yield 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분석 결과는 인버터가 아닌 MLPE에서 측정된 출력을 활

용한 것으로 이는 AC 출력이 아닌 DC 출력을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연간 발전성능 분석 결과, 남측 경사면은 

연간 1,445.0 kWh/kWp ․ yr의 발전성능을 나타냈으며, 북측 경사면은 연간 1,068.7 kWh/kWp ․ yr의 발전성

능을 나타냈다. 

Fig. 5 The monthly DC energy yield of each MLPE and the ratio of north-facing MLPE to south-facing MLPE

Table 4는 각 설치 조건의 스트링에 대한 발전성능과 남측 경사면에 대한 북측 경사면의 발전 성능비를 나타

낸 것이다. 태양의 고도가 높아지고 낮의 길이가 긴 하절기(6월부터 8월)의 경우 남측 경사면과 북측 경사면의 

발전 성능비가 평균 95.0%로 분석되어 매우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동절기(12월부터 2월)는 평균 

42.7%로 분석되어 북측 경사면의 발전성능이 남측 경사면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간 발전성능을 기준으로 남측 경사면에 대한 북측 경사면의 발전 성능비는 약 74.0%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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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monthly DC energy yield of each MLPE and the ratio of north-facing MLPE to south-facing MLPE

Items Jan Feb Mar Apr May Jun Jul Aug Sep Oct Nov Dec Annual

The south-facing MLPE

[kWh/kWp]
101.9 109.8 117.3 156.5 173.4 142.0 136.0 119.1 108.7 120.0 82.4 78.1 1,445.0

The north-facing MLPE

[kWh/kWp]
39.6 52.9 82.2 128.3 162.8 139.1 130.8 108.1 84.4 68.3 40.1 32.1 1,068.7

Ratio of north to south

[%]
38.9 48.2 70.1 82.0 93.9 97.9 96.2 90.8 77.7 56.9 48.6 41.2 74.0

동절기와 가까워질수록 북측 경사면의 발전성능이 급격히 감소하는 원인은 절기별 태양의 위치와 일사 구성 

요소와 관련되어 있다. 먼저 태양의 위치는 고도각와 방위각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이를 종합하여 표현한 것이 

입사각이다. 입사각은 특정 표면에 대한 법선과 일사의 입사 방향과 평행한 선의 사잇각을 의미한다. 일사는 태

양에서부터 직선으로 입사된 직달일사, 천공의 수증기 및 먼지 등 미립자에 반사되어 천구 전체로 확산하여 입

사되는 확산일사 및 지표면에 반사되어 입사되는 반사 일사로 구성된다. 이 중 직달일사는 입사각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는데 이 경향이 코사인함수와 같아 코사인법칙으로 불린다.

Fig. 6는 동지와 하지를 기준으로 남측 경사면과 북측 경사면의 입사각을 나타낸 것이다. 입사각이 90도 이상

이면 태양이 모듈의 후면에 있는 것으로 간주 가능하며, 낮(일출부터 일몰까지)의 경우 모듈의 표면에는 확산일

사 및 반사 일사만 도달한다. 동지의 경우 남측 경사면보다 북측 경사면이 직달일사를 받을 수 있는 시간(입사각

이 90° 이하인 시간)이 짧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입사각 또한 종일 남측 수직면보다 크기 때문에 직달일사도 감

소함을 예측할 수 있다. 반면 하지의 경우 직달일사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은 북측 경사면이 남측 경사면보다 길

며, 입사각의 경우 시간에 따라 남측 경사면보다 작은 구간도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절기별 태

양의 위치 및 위치에 따른 입사각에 의한 직달일사 성분의 감소(표면에 도달하는 일사량 감소)로 인해 북측 경

사면의 동절기 발전성능이 감소하게 된다.

Fig. 6 The angle of incident for south & north-facing string in summer & w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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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는 국내 33개 지역에 대한 표준기상자료를 활용하여 태양광발전시스템의 설치 조건(방위각 및 경사각)

에 대한 국내 평균 발전성능을 고찰한 선행 연구14)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좌측 그래프는 선행 연구14)에서 공개

한 연간 Energy Yield 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며, 우측 그래프는 설치 조건에 따른 연간 Energy Yield를 정남향

의 경사각 15° 설치 조건의 Energy Yield를 기준으로 나눈 것이다.

선행 연구의 해석프로그램을 통한 분석 결과는 시스템에 대한 성능 분석 결과(AC 출력)이며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DC 출력을 분석한 결과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남측 경사면에 대한 북측 경사

면의 성능 비율 측면의 비교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경우 앞서 설명한 것처럼 남측 경사면 대비 

북측 경사면의 발전 성능비는 74.0%로 분석되었다. 선행 연구의 결과 또한 78.3%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신 ․ 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현재 태양광발전시스템은 정남향을 기준으로 ±45° 범위

(남동향에서 남서향까지)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물형 태양광발전시스템의 경우 정남향을 기준으로 

±90° 범위(정동향에서 정서향까지)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경사각을 고려하지 않은 설치 기준으로 성

능을 고려했을 때 방위각에 대한 설치범위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시공 기준상 발전성능이 가장 나쁜 

설치 조건인 동쪽 또는 서쪽 수직면의 경우 남측 경사면(15°)을 기준으로 약 52%의 발전 성능비를 나타내고 있

다. 이를 전체 방위로 확대했을 때 정북향에 경사각 45°로 설치했을 경우와 유사한 발전 성능비(51.5%)를 나타

내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경사각을 완만하게 하면 동쪽 또는 서쪽 수직면보다 우수한 성능을 나타냄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7 The annual energy yield [Left] and ratio [Right] of each condition to energy yield (South,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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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는 지붕형 PV 시스템의 북향 설치 타당성에 대해 평가하였다. 타당성에 대한 평가는 국내 지붕형 PV 

시스템의 운영 자료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동일 시스템에 남측 경사면과 북측 경사면에 대한 운영 자료를 

동시에 측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량적이며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지붕형 PV 시스템에 대한 발전성능 분석 결과, DC 및 AC에 대한 연간 Energy Yield는 각각 1,223.88 

kWh/kWp ․ yr, 1,198.52 kWh/kWp ․ yr로 분석되었다. 이때 인버터의 월평균 변환 효율은 96.72% ~ 

98.38% 사이의 범위에 분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연평균 97.93%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남측 경사면과 북측 경사면에 설치된 MLPE 중 음영이 발생하는 모듈과 연결된 MLPE를 제외한 전체 

MLPE를 대상으로 수행한 발전성능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남측 경사면의 경우 5월에 가장 

높은 발전성능을 나타냈으며, 동절기에 가까워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이는 북측 경사면도 

같다. 단, 북측 경사면의 경우 동절기에 가까워질수록 감소하는 경향이 더욱 두드러졌다. 남측 경사면 대

비 북측 경사면의 발전 성능비는 절기별로 다른 경향을 나타냈다. 하절기의 경우 평균 95.0%로 매우 유

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절기는 42.7%로 분석되었다. 연간 발전 성능비는 74.0%로 분석되어 약 26%

의 성능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현재 시공 기준을 통해 건물형 태양광발전시스템의 설치방위각 범위는 동에서 서까지이다. 이때 선행 연

구의 발전성능을 기준으로 한 최악의 설치 조건은 정동향 또는 정서향 수직면이며, 이때 남측 경사면

(15°) 대비 발전 성능비는 약 52%이다. 발전 성능비(52%)를 기준으로 방위각을 확장하면, 경사각에 따

라 차이가 있지만, 정북향 설치도 가능(경사각 45°, 발전 성능비 약 52%)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당장 2023년부터 공공 공동주택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가 시행된다. 공동주택은 단지 단위로 설계 및 시공

되며 이에 따라 인접한 건물에 의해 음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건물의 입면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다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은 총바닥면적(연면적) 대비 지붕 면적이 협소한 특징을 갖기 때문

에 지붕의 형상이나 PV 모듈의 배치 등 PV 시스템의 설치용량 증가를 위한 적극적인 설계 기법이 요구된다.

현재 국내 적용 PV 시스템은 경사각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 없이 대부분 남측만을 향하도록 설계 및 시공되고 있

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북측 또한 PV 시스템 적용을 통해 남측 설치 조건만큼의 발전성능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PV 시스템의 북향 설치 또한 발전성능 측면의 충분한 검토를 통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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