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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hotovoltaic (PV) modules are used worldwide in 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 (BIPV) 

applications due to the easy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on-site power generation capabilities. 

Additionally, PV modules installed on vertical facades and roofs of apartments also facilitate 

energy reductions in apartment complexes and their units. Although many studies have 

investigated the effective installation methods of PV systems, the lack of BIPV applications 

persists, considering BIPV designs have been adopted for buildings by designers and engineers. 

Therefore,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significance of PV power generation in apartment 

complexes located in Daejeon, South Korea, based on surveyed and simulated data. Actual 

apartment complexes and each building’s exterior surfaces having solar access were surveyed. 

Based on the details of the survey, a simulation model was developed using Ecotect and 

EnergyPlus software tools. For the analysis, the shading effects on the surfaces were first 

analyzed with Ecotect, followed by a detailed analysis of the simulated PV power generation to 

determine whether each apartment unit and its complexes could potentially reduce energy. The 

actual energy usage based on the survey data was obtained from the K-apt website, which is a 

website handled by the Korean government that provides an energy usage database. This study 

assumed that the range of installed PV capacities would be between 0.3 kWp and 2 kWp for 

each apartment unit.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d that the PV power generation depended 

on the PV installation scenario, i.e., the PV angles and azimuth angle, as well as the shading 

impact on each PV module surface, could potentially affect the overall energy self-sufficiency 

rates of the complex, according to apartment deployments.

Keywords: 아파트 단지 분석(Apartment Complex Analysis), 태양광발전(Photovoltaics), 
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BuildingIntegratedPhotoVoltaics ; BIPV), 에너지 자립률(Energy 
Self-Sufficiency), 에너지 사용량(Energy Consu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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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 배경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 및 에너지 고갈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2030년까지 BAU 대비 37% 탄소 저감1) 등의 정책을 발표하고, 국내 에너지 사용의 30%에 해당하는 건물 부문2)

은 3020 에너지 정책으로 2020년 공공부문 제로 에너지건축물 의무화3), 2025년 신축 공공건물 제로 에너지, 

2030년 모든 신축건물 제로 에너지 의무화 정책이 있다. 이러한 정책과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설치 

보조금 지원 정책 과 신재생 에너지 적용시 용적률의 인센티브 혜택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4), 신축 건물의 

에너지 자립률 20% 달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많은 연구와 사례가 있다5,6). 이러한 신재생에너지 중 

태양광은 높은 적용성과 셀 가격의 감소, 모듈 성능 향상 등으로 제로에너지 건물 구현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하고 있고, 건물 적용 태양광 시스템에 대한 관심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7) 하지만 건물 적용 중 주거 사례의 

대부분은 저층 단독주택이며, 국내 주택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고층 공동주택은 상대적으로 제로에너지 건물 

구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8) 어려움을 겪는 원인으로는 인동 간격으로 인한 음영 문제, 고층화에 따른 각 세대 

지붕 면적의 감소 등 다양한 문제가 있다. 2019년 국내 주택 총조사 결과 전체 주거 비율중 62.3%를 차지하고9) 

점차 증가하는 아파트는 제로에너지 구현을 위해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선행연구로 아파트의 외피 

조건을 분석하고10) 도시 규모의 일조권 분석을 통한 도시 규모 에너지 자립률을 예측1)하고, 벽체와 지붕의 설치 

위치에 따른 에너지 자립률을 분석11)한 연구가 있지만, 현재까지 전기사용량을 토대로 에너지 요구량과 에너지 

자립률을 분석한 연구는 여전히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파트 형태와 배치를 분석하고, 이를 활용하여 건

물 입면과 지붕에 태양광을 적용했을 때, 실제 고지된 전기사용량에 따른 에너지 자립률을 평가하기 위해 연구

를 진행했다. 각 세대가 활용 가능한 입면과 지붕의 면적을 분석하고, 2000년대 초반 준공한 대전의 아파트 단

지의 전기 사용량을 분석하고,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량을 예측하고 입면 및 지붕의 세

대별 설치 용량에 따른 전기 사용량의 에너지 자립률 분석하였다. 

1.2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아파트 단지의 음영 영향 평가 및 전기사용량 데이터와 시뮬레이션을 통한 태양광 발전량을 

비교분석을 하였다. 실제 전기사용량은 국토교통부의 ‘k-아파트’ 사이트에서 해당 아파트 단지의 공용전기와 

전용전기(각 세대 사용량)의 사용량을 토대로 분석하였고, EnergyPlus 시뮬레이션을 통한 태양광 발전량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아파트 건물의 입면과 지붕면에 공용부하와 전용부하를 상쇄할 수 있는 태양광 설치 용량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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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론

2.1 연구대상 장소 및 아파트 단지 선정

선정한 연구대상 장소는 대전광역시에 위치한(위도 36.3772N, 경도 127.3164E) Y 아파트 단지로 총 12개의 

동으로 구성된 1개의 단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선정한 아파트 단지는 판상형 배치이고, 1개의 정동향 건물

을 제외하고 모두 정냠향의 단지이며, Fig. 1과 같다. 아파트 규모는 한 세대가 24평형으로 약 80 m2이며, 12개

의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증수는 15 ~ 21층이다. 단지의 총 세대수는 1084세대이며, 주거전용면적은 약 64,964 

m2이다. 

Fig. 1 Selected site and apartment complex

Fig. 2는 선정한 연구 대상 단지를 대전지역에 있는 아파트 단지와의 전기사용량을 비교한 그래프이다. 단위

면적당 전기사용량으로 연구 대상 단지가 다른 아파트 단지 사례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Fig. 2 Comparison of electricity consumption with other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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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건물일사수열량 분석

(1) 시뮬레이션의 일사량 계산방법

일사량 계산을 위한 기상데이터의 경우 본 연구는 ASHRAE (미국냉난방공조학회) IWEC2 대전지역 표준기

상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이는 TMY3 (Typical Meteorological Year 3) 형태의 기상데이터베이스이다. 

IWEC2는 미국을 포함한 3,012개 지역의 12 ~ 25년 ISD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또한, 기상데이터는 온도, 습

도, 기압, 풍속 등의 표준 매개변수와 일사량, 조도, 강수량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기상데이터를 EnergyPlus의 

기상데이터 형식인 epw로 변환하여 사용했다. 아래의 Fig. 3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대전지역 기상데이터의 10

분 단위 시간당 데이터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GHI (Global Horizontal Irradiance)는 수평면전일사량, 

DNI (Direct Normal Irradiance)는 법선면 직달 일사량, DHI (Diffused Horizontal Irradiance)는 수평면 확산 

일사량이다. 

Fig. 3 Horizontal global radiation of standard weather data used for this study

(2) 분석 대상 모델링

평가를 위한 건물은 한 세대의 바닥면적 100 m2를 기준으로 가로 10 m, 세로 10 m, 각 층별 층고는 3 m로 설

정하였다. 세대별 창문 면적은 발전량을 계산하기 위해 정남향 건물은 남측입면에, 정동향 건물은 동측입면에 

창면적비 50%를 기준으로 15 m2로 모델링에 적용하였다. Enegy Plus의 PV Watts 모듈을 사용하여 PV발전량

을 계산하였으며, 지붕면은 우리나라 태양광 발전 최적 각도인 30°를 가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예시는 

Fig. 4와 같다. 아파트 단지의 층수는 실제 단지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인동간격 및 배치는 아래 그림과 같이 적

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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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Image of apartment modeling

2.3 BIPV 발전량 분석

(1) PV 발전량의 계산방법

발전량을 평가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은 EnergyPlus 9.2버전을 사용했고, EnergyPlus에서 제공하는 태양광 시

스템 모듈 중 PVWatts 모듈을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PVWatts는 모듈의 셀 온도 과 POA 

irradiance 를 활용하여 직류 전력을 계산합니다. 과 기준 셀온도 의 차에 온도 계수 γ를 곱하고, 

POA irradiance 이 주어진 특정 직류 등급인 와 을 곱한다. 또한, 어레이 효율은 온도 계수 γ에 의해 

제어되는 온도 상승의 함수로 선형 속도로 감소한다고 가정한다. 계산에 사용된 기준 셀 온도 는 25℃, 기

준 일사량은 1000 W/m2이다. Table 1은 모듈 계산에 사용되는 데이터이다

      

 = Predicted DC power

  = Transmitted POA irradiance

POA = Plane of array irrad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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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odel input data

Field Units Default Value

System size kW (DC) 4

Module type Standard, Premium, Thin film Standard

System losses % 14

Array type
Fixed open rack, Fixed roof mount, 

1-Axis, Backtracked 1-Axis, 2-Axis
Fixed open rack

Tilt angle degrees Site latitude

Azimuth angle degrees
180° in nothern hemisphere, 

0° in southern hemisphere

Advanced 

inputs

DC/AC ratio ratio 1.1

Inverter efficiency % 96

GCR (1 Axis) fraction 0.4

(2) 설치 PV 모듈 및 용량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PV는 단결정 PV모듈의 standard 타입으로 하였고, Array Type은 단축으로 하였으며, 

시스템 손실은 14%에 정남향으로 설치하였다.

지붕면의 PV 설치 위치는 남측면의 50 m2의 지붕을 전부 사용하는 것과 50%인 25 m2을 사용할 때로 나누어 

계산했다. 설치 위치는 Fig. 4의 ① 위치이다.

입면 PV 설치 위치는 발코니 부분의 창호 유리면 위에 추가 지지물을 이용하는 BAPV (Building Attached 

Photovoltaics) 형태로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Fig. 5의 ②위치로 왼쪽의 창문은 가로 1.9 m 세로 2 m이고, 

오른쪽 창은 가로 5.6 m 세로 2 m로 총 면적이 15 m2이며, 벽면적은 30 m2로 창면적비는 50%이다. 이는 효율 

20%인 모듈을 최대 3 kWp까지 설치 가능한 면적이지만, 계산에는 0.3 ~ 2 kWp만 적용했다.

Fig. 5 Image of Unit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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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버터 설치 방법

Fig. 6 Application of inverter installation to each apartment building

또한, 인버터는 기기 효율을 고려하여 96%로 적용하였으며, 지붕면은 1개의 인버터, 입면은 건물의 층수에 

따라 4 ~ 6개의 층마다 1개의 인버터로 적용하였다. 위의 Fig. 6은 인버터의 적용 예시를 나타낸 이미지이다.

2.4 실측 전기사용량 기반 에너지 자립률 계산

(1) 전기사용량 조사 방법

전기사용량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에서 제공하는 ‘K-아파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아파트의 관리비, 

요금, 시설정보 등에서 고지된 전기에너지 및 전기요금의 실측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이 데이터는 공용부분과 

전용부분 (각 세대 사용량)을 구분하여 보여주며, 각 가정의 개별 데이터가 아닌 단지 전체의 월별, 연도별 데이

터를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2019년 1월 ~ 12월 데이터를 사용했다.

(2) 에너지 자립률 계산 방법

에너지 자립률은 원래 신재생에너지 생산량과 총에너지 사용량을 활용하여 계산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총 에

너지 사용량이 아닌 전기에너지 사용량으로 계산하였다. 전기 사용량에 대한 에너지 자립률(ESSR)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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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hotovoltaics generation

    = Electricity Consumption

전기 에너지 사용량을 단지 전체, 공용전기사용량, 전용전기사용량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이를 각각 얼마만

큼의 태양광을 통한 생산량이 필요한지 분석하고, 이를 각 세대의 요구되는 태양광 설치 용량으로 계산했다. 

3. 결과 분석 및 고찰

3.1 일사량 분석 평가

일사량 분석의 경우 단지 내의 건물에 의해 발생하는 음영만을 고려하였으며, 인접 아파트로부터 발생하는 

음영 유·무를 고려하기 위해 총 두 번의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첫 번째는 모델링된 한 개의 동을 기준으로 

개별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두 번째는 단지 내의 모든 동을 모델링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는 Fig. 7과 같다. 

Fig. 7 Result of shading affect analysis

위의 값 중 파란색은 음영을 고려하지 않은 일사량, 주황색은 고려한 일사량, 회색선은 두 값의 차이를 비율로 나

타낸 것이다. 단지 전체의 음영 영향은 평균 11%였으며, 건물 중 남북으로 긴 건물인 K 건물에 의해 서측면의 음영

을 많이 받는 J 건물은 음영 영향 18%로 가장 높았으며, 정남향이 아닌 K 건물이 17%로 두 번째로 음영 영향이 높

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단지내에서 상대적으로 층고가 낮은 B, G 건물의 음영 영향이 12%로 분석되었다.

또한, Table 2는 분석 대상 건물을 음영 영향에 따라 지붕층, 상부, 중부, 하부으로 나누었으며, 층수에 따라 3

분의 1로 나누어 계산했다. 부위별 연간 단위면적당 받는 일사량을 나타낸 표이다. 가장 최상층 입면부 및 지붕

면의 일사량을 기준으로 상부, 중부, 하부의 각각의 일사량과 비율을 계산하였다. Table 2의 제일 아래의 Roof 

area는 지붕(입면)의 면적이다. 분석 결과 최상층을 기준으로 상부는 5% 이내의 음영 영향을 보였으며, 중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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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10% 이상의 음영 영향을 보이지만, 음영 영향이 큰 일부 건물에서는 약 30%까지 상승했다. 하부의 경우 

대체로 30 ~ 40%의 음영 영향을 보였지만, J 건물은 55%의 음영 영향을 나타냈으며, 이는 남북으로 긴 동향 건

물인 K 건물에 의해 서측면에 음영이 발생하여 오후 시간대의 음영 영향으로 인한 일사량의 감소를 보였다.

Table 2 Result of irradiation analysis [kWh/m2·year]

A B C F G H I J

Irradiation

Insolation Roof 

& Facade
616 559 589 585 581 585 571 518

High Facade 

area

551 

(100%)

543 

(99%)

548 

(99%)

546 

(99%)

550 

(100%)

551 

(100%)

551 

(100%)

532 

(97%)

Middle Facade 

area

505 

(92%)

465 

(84%)

506 

(92%)

508 

(92%)

504 

(92%)

501 

(91%)

494 

(90%)

403 

(73%)

Low Facade 

area

385 

(70%)

343 

(62%)

416 

(75%)

401 

(73%)

383 

(69%)

404 

(73%)

355 

(64%)
251 (45%)

Area
Roof [m2] 480 720 720 480 480 480 480 480 

Facade [m2] 1800 2550 2550 1900 2000 2100 2100 2100

3.2 발전량 분석 평가

Table 3는 각 세대의 입면의 0.3 ~ 2 kWp를 설치할 때의 발전량을 건물의 음영영역을 고려하여 최상부, 상

부, 중부, 하부의 발전량을 나타내고, 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음영 영향을 고려한 경우와 고려하지 않은 경우의 

발전량을 비교한 표이다.

Table 3 PV power generation on vertical area (90°) [kWh]

Total Units 

of Houses

installed on the 

facade each 

house

Top Area
Top-Middle 

Area
Middle Area Bottom Area

Apartment Complex Total 

power generation Percent of 

Shading 

effects

After 

Shading 

effects

Before 

Shading 

effects

1084

0.3 kW 69,688 90,610 85,668 80,176 326,142 361,297

90.3%

0.6 kW 139,377 181,219 171,337 160,351 652,284 722,594

0.9 kW 209,065 271,829 257,005 240,527 978,426 1,083,892

1.2 kW 278,754 362,439 342,674 320,703 1,304,568 1,445,189

1.5 kW 348,442 453,048 428,342 400,878 1,630,710 1,806,486

1.8 kW 418,130 543,658 514,010 481,054 1,956,853 2,167,783

2 kW 464,589 604,064 571,123 534,504 2,174,281 2,408,648

Compare with Top Area (%) 96% 88% 79% - - -

Table 4는 지붕면의 발전량 분석 결과로 한 라인(세로 세대)당 설치한 용량을 나타낸 것이다. 박공 지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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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남측면 50 m2 (100%)를 설치하였을 때와 25 m2 (50%)를 설치하였을 때를 비교한 그래프이다. 모듈 효율을 

20%로 가정하였을 때, 50 m2 설치시 10 kWp 설치가 가능하며, 단지 전체의 발전량은 876,960 kWh이다. 25 

m2 설치시 5 kWp를 설치 가능하며, 단지 전체의 발전량은 438,480 kWh이다. 

Table 4 PV power generation on roof area (30°) [kWh]

Area installed on 

the roof each household [m2]
Installation capacity per line [kWp]

Apartment Complex Total 

power generation [kWh]

50 10 876,960

25 5 438,480

3.3 전기사용량 분석 평가

Fig. 8은 단지 전체의 연간 공용부분의 사용량과 각 세대가 사용하는 전용 부분의 사용량을 월별로 나타낸 것

이다. 공용전기 사용량과 전용전기 사용량의 연간 평균 비율은 약 15 : 85이며, 세대의 전기사용량이 높아지는 

동절기와 하절기는 전용전기의 비율이 높아지며, 가장 높은 8월의 경우 5 : 95까지 비율이 높아진다. 단지의 연

간 총 전기에너지 사용량은 2,684,376 kWh이며, 가장 높은 8월은 319,344 kWh이고, 가장 낮은 3월은 196,967 

kWh이다. 이 사용량을 총 세대수 나누어 각 세대의 사용량을 보면 연간 2,476 kWh이며 월 평균 사용량은 세대

당 206 kWh이며 가장 높은 8월 세대당 전기사용량은 295 kWh, 가정 적은 3월의 세대당 전기사용량은 182 

kWh이다. 또한, 공용부하는 연중 고른 분포를 보인다.

Fig. 8 Result of electricity consumption analysis

3.4 에너지자립률 분석 평가

발전량 분석과 전기 사용량 분석 결과를 토대로 에너지 자립률을 계산하였다. ESS 등의 추가 설비나 계통망 

연계 등의 에너지 저장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내에서 직접 사용하여 소비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주간 시간대

에 발전하여 생산한 전기를 아파트 단지 내의 공용부하와 세대부하 그리고 전체부하로 각각 소비할 경우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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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을 계산하였다. 

Table 5는 각 세대별 입면 설치 용량에 따른 공용부하, 전용부하, 전체부하별 상쇄 가능 비율을 나타낸 것이

다. 분석 결과 각 세대별 입면에 0.32 kWp를 설치하면 해당 단지의 공용부하를 평균 98% 상쇄시킬 수 있으며, 

2 kWp를 설치하면 전용부하를 평균 95% 상쇄시킬 수 있다.

Table 5 Ratio of electricity consumption and generation on vertical area (90°) [%]

installed on the facade each 

house
Compare with Public usage Compare with Personal usage Compare with Total usage

0.3 kWp 82% 14% 12%

0.6 kWp 164% 29% 24%

0.9 kWp 245% 43% 36%

1.2 kWp 327% 57% 49%

1.5 kWp 409% 71% 61%

1.8 kWp 491% 86% 73%

2.0 kWp 545% 95% 81%

Table 6는 지붕면에 설치했을 때 공용부하, 전용부하, 전체부하별 상쇄 가능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지붕면에 

한 라인당 5 kWp를 설치하면 24평형의 단지 공용부하를 110% 상쇄시킬 수 있으며, 10 kWp를 설치하면 단지 

공용부하의 220%를 생산이 가능하여 추가적인 설비 등으로 남는 전기 생산량의 처리 방법이 요구된다. 한 라인

에 5 kWp를 설치하면 세대의 전용부하를 19%, 전체부하의 16%를 충당할 수 있다. 하지만 지붕면에 설치하는 

경우 한 라인에 설치한 양을 층수만큼 나누어야 각 세대에서 사용 가능한 설치량이 된다. 만약 20층짜리 아파트 

한 라인에 5 kWp를 설치한다고 가정하면 한 세대당 0.25 kWp를 설치하게 되는 것이다.

Table 6 Ratio of electricity consumption and generation on Roof area (30°) [%]

Area installed on 

the roof each household 

[m2]

Installation capacity per 

line [kWp]

Compare with Public 

usage

Compare with Pusonal 

usage

Compare with Total 

usage

50 10 220% 38% 33%

25 5 110% 19% 16%

각 세대의 입면에 2 kWp, 지붕면 한 라인당 5 kWp를 설치하면 전체부하의 97%를 상쇄시킬 수 있을 것이다. 

4. 결 론

Enegy Plus 시뮬레이션 툴과 k—아파트 실측 데이터를 활용한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 소재의 아파트 단지를 

선정하여 음영 영향 및 발전량을 평가하였다. 고지된 실측 전기사용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기사용량 분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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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량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아파트 단지의 세대당 설치 가능 면적을 분석하고 전기 사용량을 분석하여 에너

지 자립율을 분석하고자 한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대전광역시 소재의 아파트 단지를 선정, 지도상의 위치와 층수를 동일한 단지내 음영 영향을 평가하였다. 

음영 영향은 지붕면을 포함한 5개의 존으로 구분하였다. 최상부를 기준으로 상부는 5% 이내, 중부는 

10% 이내, 서측음영 영향을 많이 받는 J건물은 27%, 하부는 30 ~ 40%에서 55%의 차이를 보였다.

(2) EnergyPlus의 PVwatts를 활용하여 발전량을 평가, 입면 분석 결과 전체 단지의 음영으로 인한 발전량 손

실은 10%, 최상부대비 상부는 5%, 중부는 12%, 하부는 약 20%의 발전 손실을 보였다.

(3) K-아파트에 고지된 단지 전체의 전기사용량 평가 결과　공용부하와 전용부하의 비율은 전용부하가 평

균 85%이며, 전기사용량이 증가하는 동절기와 하절기에는 전용부하의 비율이 95%까지 증가하고, 간절

기에는 전용부하의 비율이 최대 78%까지 줄어든다. 또한, 공용부하는 연중 고른 형태를 보인다.

(4) 발전량 평가와 전기 에너지 사용량 평가를 통해 입면과 지붕의 전기 에너지 자립률을 분석했다. 각 세대 

입면에 약 0.32 kWp를 설치하면 공용부하를 사용량을 상쇄시키고, 약 2 kWp를 설치하면 전용부하 사

용량을 상쇄시킬 수 있다. 지붕면은 각 세대가 사용하기 어려워 한 라인(세로 세대)으로 계산했으며 지붕 

면적의 50%인 5 kWp를 설치하면 공용부하를 상쇄시킬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기상데이터 검증 예정이며 기상데이터의 종류에 

따른 발전량의 변화를 반영한 에너지 자립률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실거주자의 생활 패턴을 고려한 주

야간 시간대별 에너지 자립률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세부 내용을 바탕으로 지구 단위 아파트 단지 전

기사용량을 기반으로 지구 단위의 에너지 자립률을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후 기

본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MOTIE)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 과제입

니다(No. 20183010013840).

본 연구는 2020년도 정부(산업통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 

과제입니다(20203040010330, 아파트 입면을 활용한 건물형 태양광 모듈 실증). 

REFERENCES

1. Mun, J. H. and Kim, J. C., Case Study of Calculating Generation Capacity and Energy Independence Rate by 

Solar Installation Type Through Sunlight Analysis for a Zero-Energy City, Journal of the KIIEE, Vol. 35, No. 

1, pp. 43-50, 2021.

2. Kim, H. I., Kang, K. H., Park, K. E., So, J, H., Yu, G. J., and Suh, S. J, Analysis of Performance of Balcony 

Integrated PV System, Journal of the the Korean Energy Society, Vol. 29, No. 1, pp. 32-37, 2009.

3. Lee. S. M., Kim, J. H., Shin, G. S., and Kim, E. J., Market Acceptability of the ZEB Certification System for 



BIPV 설치 용량에 따른 아파트 단지 에너지 자립률 분석 _ 이상윤 외

Journal of the Korean Solar Energy Society Vol. 41, No. 3, 2021 37

Public Buildings According to the 2025 Roadmap, Journal of the KIAEBS, Vol. 12, No. 6, pp. 557-566, 2018.

4. Woo, S. M., Moon, J. C., Ahn, J. W., and Kim, Y. H., The Study of Optimal Operation Development of PV + 

ESS Active System for Zero Energy Building, Journal of the Korean Solar Energy Society, Vol. 39, No. 5, pp. 

53-63, 2019.

5. Lee, D. H., Yoon, J. H., and Mun., J. H., A Study on the Calculation of the Energy Independence Rate of the District 

Unit through a Review of PV System Installation, Journal of the KIAEBS, Vol. 14, No. 4, pp. 338-349, 2020.

6. Lee, A. Y., Research for Realization of High-rise Apartment Zero Energy, Korean Institute of Architectural 

Sustainable Environment and Building Systems, Vol. 12, Vo. 4, pp. 15-27, 2018.

7. Yoon, J. H., Technical Approach Method for Zero Energy Building and the Integration of RE Systems, Review 

of Architecture and Building Science, Vol. 58, No. 3, pp. 32-37, 2014.

8. Yun, Y. S., Cho, K. J., and Cho, D. W., Economic Analysis of a Photovoltaic System for Zero-energy 

Multi-residential Houses, Journal of the KIEAE, Vol. 20, No. 6, pp. 93-99, 2020.

9. 2019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https://www.census.go.kr/mainView.do, Accessed April 1, 2021.

10. Kim, C. S., The Prime Energy Consumption Evaluation According to the Increase of the Frontage Length in 

Apartment Unit Plans, Journal of the KIEAE, Vol. 19, No. 1, pp.104-105, 2019.

11. Cho, K. J., Yun, Y. S., and Cho, D. W., Basic Study for Analysis of Real Energy Self-Sufficiency Ratio of 

Apartment Complexes with Louver Integrated PV Modules, Journal of the KIEAE, Vol. 20, No. 6, pp. 

113-118, 2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