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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evaluate the structural safety of the balcony photovoltaic systems easily installed or moved

on the buildings. Also, the systems are controlled by solar altitudes focused on its mobility rather than high

efficiency generation performance thereof.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Two types of typical

photovoltaic systems which can be mounted on the balcony are proposed, and, the sizes of the systems are

designed to be adjusted within certain ranges of the frames in order to attach the various rail sizes. To evaluate

the structural safety of the proposed systems, several simulation evaluations are performed on the safety

evaluation standards by the Ministry of Construction-Transportation and KCI 2007. The results are that the

proposed plans are reasonable in terms of stress and deflection in the structural aspects at the wind pressures of

1,907(N/㎡) of external wall surface under the condition of wind velocity higher than 25(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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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에너지의 97%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의 경우 유엔기후변화 협약과 같은 국제 환경에 능동적

으로 대처하고 에너지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신

재생에너지의 개발, 보급, 확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여 자체 에너지 수급능력을 키워나가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하나인 태양광 발전시스템은 적극적으

로 확장, 도입을 위한 기술적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공공시설 의무화, 보급사업을

통한 태양광 주택 10만호 건설, 신재생에너지 차액보전제

도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다.1)

건축분야에서도 다양한 태양광 발전시스템 활용방안이

구상되고 있으며, 본 연구는 기존 및 신축 건축물의 발코

니 난간에 간단히 탈․부착할 수 있는 ‘발코니 거치형 태

양광 발전장치’개발을 위한 기초적 연구로 시스템 설계

* 주저자, 충주대학교 공학석사(ssmileangel415@gmail.com

** 교신저자, 충주대학교 건축공학과 부교수 정유근

(ygchung@cjnu.ac.kr)

1) 최광수, “태양광 발전 시스템용 소프트 스위칭 인버터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10.2

및 구조적 안전성을 평가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발코니 난간의 종류 및 국내 성능기준을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태양 고도각과 방위각에 각각 대응

할 수 있는 2가지 유형의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제안하였

다. 제안된 시스템은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풍압 등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을 평가하여 발코니 난간 거치 태양

광발전장치의 안전성을 평가하였다.

2. 이론적 고찰

2.1 발코니의 정의

발코니에 대한 정의는 2005년 12월 2일 건축법시행령

이 개정되면서 새로이 법으로 명기하였으나 이는 건교부

질의회신2)등 기존의 유권해석에 의한 발코니의 개념과

큰 차이는 없다. 다만 일부 형태변경(이중창, 바닥난방,

중량재 사용 등)을 금지하였던 것을 법령개선을 통하여

허용하게 되어 거실, 침실, 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게 됨으로서 발코니의 확장이 가능하게 되었다.3)

2) 발코니(베란다)는 노대로 규정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그 기능상

거실로 사용하지 않는 곳으로 일정면적이하는 바닥면적에서

제외(‘00.8.2)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5항 : 발코니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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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발코니 설치난간

발코니 설치난간의 종류는 스틸파이프 위 분체도장, 아

연도강판 위 도장, 스테인리스, 스틸파이프와 강화유리,

주물난간 등이 사용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금속난간들은

각 유형에 따른 장․단점이 있고 또한 재료에 따른 제품

의 단가 차이가 발생하여 난간의 형태나 아파트 외관의

디자인적 요소로 활용되기 보다는 각 자재별 제품단가나

재료의 특징에 따라 아파트에 적용되어 지고 있다. 발코

니 설치난간의 유형과 장․단점은 <표 1>과 같다.

유형 주요자재 장점 단점

스틸파이프

+

분체도장

- 가장 경제적

- 안전성 강조
- 디자인 단순

스틸파이프

+

함마톤

분체도장

- 내충격 강함

- 다양한 색상

가능

- 문양 그레인이

작아 시각적

부조화 우려

아연도금

강판

+

도장

- 가공성 우수

- 내식성 우수

- 원판재질 특성

유지

- 사다리 역할로

안전상 문제

발생 가능

- 제품이 무거워

시공성 저하

스테인리스
- 내식성 우수

- 디자인 용이

- 스텐의 차가운

이미지

- 중고가

표 1. 발코니 설치난간의 유형 및 장․단점

2.3 발코니 설치난간 관련 기준

1) 난간의 설치규정

발코니 난간과 관련된 법규사항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재료 및 높이, 간살간격 등에 대하여 규정하

고 있으며 이는 2004년 4월 22일 개정을 통해 추락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높이 110cm이상, 위험이 적은

장소에 설치하는 난간의 경우에는 15cm(계단중간의 난간

의 경우에는 30cm)이하였던 종전의 규정을 높이 120cm

이상, 간격 10cm이하로 강화하였다.4)

항 목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3장 주택의 구조․

설비 등 제18조 : 난간

내 용

① 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철근콘크리트 또는 강도 및 내구성

이 있는 재료(금속재인 경우에는 부식되지 아니하

는 것 또는 도금이나 녹막이 등의 부식방지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를 사용하여 난간이 안전한 구조

로 설치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실내에 난

간의 재료는 목재로 할 수 있다.

② 난간의 각 부위의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

여야 한다.

1. 난간의 높이 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120cm

이상, 다만 건축물 내부계단에 ......(중략)......

2. 난간의 간살의 간격 : 안목치수 10cm 이하

표 2. 난간 설치규정

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장 주택의 구조․설비 등 제

18조 “난간”

2) 난간 관련 시방규정

아파트 발코니 난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방 규정

으로 난간의 수평 횡력에 대한 내력을 규정하고 있다.5)

이는 금속난간만이 아닌 다른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도

대한건축학회의 하중기준을 따르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항 목
대한주택공사 시방서 : 31910 금속난간 설치

1.4 요구성능사항

내 용

가. 세대내의 발코니 난간 손스침 부분의 상․하

부에 설치되는 부재는 대한건축학회 제정 건축물

의 하중 기준 및 해설에 적합한 내력이 필요하다.

□ 대한건축학회의 “건축물 하중기준 및 해설”

3.4.1 기타하중의 적용

가. 파라펫, 발코니, 계단 등의 손스침 부분에 대

해서는 주거용 건축물일 때 40kg/m, 기타 건축물

일 때 80kg/m의 최소 수평력을 고려한다.

(해설) 손스침 부분은 상부 어느 부분에 90kgf의

집중하중 또는 3.4.1 ‘가’항의 등분포하중이 작용하

더라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손스침의 상하부

주요 구조체사이 공간에 설치되는 부재는 단위면

적당 25kgf/㎡의 횡하중이 작용하도록 설계한다.

표 3. 난간의 요구 성능

3. 발코니 거치 발전장치 설계 및 제작

3.1 발코니 거치유형 및 발전장치 설계

본 연구에서는 태양 고도각과 방위각에 각각 대응할

수 있는 2가지 유형의 주거용 건축물 발코니 난간 태양

광 발전장치를 제시하였다. 연구에서는 발코니 프레임 거

치방식을 제안하였고, 거주기간이 짧은 도시형 주거형태

에 적합하도록 시공성 및 이동성을 연구의 주안점을 두

고 설계하였다.

또한, 다양한 규격을 가진 발코니 난간에 적용하기 위

하여 모듈의 난간지지 프레임의 길이를 조절이 가능하도

록 설계하였으며, 태양광 모듈에서 생산된 전기를 실내에

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인버터와 콘센트가 설치된 독

립형 시스템으로 계획하였다.

정면도 A-1(방위각) A-2(고도각)

그림 1. 제안된 태양광 발전장치의 설치방법

5) 대한주택공사 시방서 : 31910 금속난간설치, 대한건축학회 “건

축물 하중기준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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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된 2가지 유형의 거치유형은 [그림 1]과 같으며,

(A-1) 거치 시스템은 좌우로 제어되며 태양 방위각에 대

응하는 방식이며(정면을 기준으로 좌․우 각 30° 변화),

(A-2) 는 상하로 제어되며 고도각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상․하 각 30° 변화) 고층 세대 또는 풍압이 높은 지역

에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아래 [그림 2]는 발코니

난간에 거치된 모습을 3D로 표현한 것이다.

고도각대응 방위각대응 설치사례

그림 2. 제안된 시스템 적용모습

3.2 입사각을 고려한 PV설치각도 검토

태양광 입사율은 모듈의 각도가 60° 기점으로 급속하게

저하된다. 따라서 고정된 태양광 모듈의 발전 효율을 고

려할 때 모듈과 태양광 입사각이 이루는 각은 60° 이상을

넘어서는 안 된다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절기 입사

각에 맞추어 PV모듈의 각도를 30°로 설정하였다. 설정된

태양광 모듈경사는 모듈의 후면배기를 원활하게 하고 우

천시에 모듈의 세척효과를 향상시켜 보다 효과적인 전력

생산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다.

그림 3. 입사각․투과․반사율 변화(좌), 모듈의 경사각(우)

3.3 시스템 제작

발코니 거치형 태양광 발전장치에 제안된 태양전지 모

듈은 효율성이 좋은 단결정을 사용하였으며, 모듈의 크기

는 830×550×35(㎜), 각 셀의 크기는 150×50(㎜), 모듈 설

치에 따른 최대출력은 60[W], 최대전압 18[V], 최대전류

3.4[A], 출력공차 ±3%로 설정하였다. 또한, 전류의 역방

6) 김현일, 강기환 외, 발코니일체형 태양광발전시스템의 발전성능

분석, 한국태양에너지학회, 태양에너지논문집, Vol 29, n1,

2009.02, (지역마다 다르지만, 충북의 경우 4월10일∼9월4일은

태양 남중고도가 60도 이상이며, PV 패널의 발전효율이 매우

낮다.(Ecotect program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향 흐름을 방지하고 과충전 및 과방전을 막고, 과부하를

차단하기 위한 컨트롤러의 시스템 전압은 12[V], 최대입

력전압은 30[V], 정격입력전류는 10[A], 정격출력전류는

10[A]로 설정하였다.

모듈의 외부 노출을 고려하여 모듈의 프레임을 추가적

으로 제작하여 부착하였고, 외부의 구조적인 안정성을 고

려하여 발코니 거치부분의 사용 재료는 스틸프레임을 사

용하여 제작하였다. 또한 다양한 크기의 발코니 난간에

맞추어 간단히 설치하기 위해 프레임 크기를 변화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이동성을 향상시켰다.

a) 거치프레임 브라켓 제작(가공)

b) 거치프레임 브라켓 및 난간 제작 (절단 및 용접)

c) 거치프레임 태양전지모듈 결합

d) 거치프레임 브라켓 분해 및 조립

e) 발코니 난간 거치프레임 부착

그림 4. 발코니 난간 거치프레임 제작 및 부착

4. 구조적 안전성 평가

4.1 안전성 평가조건

제안된 발코니 거치 태양광 발전장치의 안전성을 평가

하기 위하여 지상 40층 이하 건축물(최고높이 116m, 넓

이 18m, 깊이 66m)을 대상으로 평가시뮬레이션을 실시하

였다. 연구대상 건축물의 구조형식은 철근콘크리트 구조

로 보통 전단벽 방식으로 가정하였다.

구조적 안전성 평가를 위한 시뮬레이션은 마이더스 프

로그램을 활용하였고, 풍압에 대한 내구성 및 발전장치의

중량에 따른 설치 안전성(주물제작 프레임의 연결부(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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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플레이트 검토) 등을 평가하였다. 태양광 모듈의 중량

은 20(kg)으로 설정하였다. 설정된 시스템의 주요 구조

재료의 규격 및 강도는 다음과 같다.

구조재료 재료규격 설계기준강도 비 고

프레임

A6063-T5

A6063-T6

A6061-T6

= 176mpa

= 246mpa

= 316mpa

볼트, 너트

및 힌지

SS400, SWS400

STS304, SUS304
=1000mpa

표 4. 주요 구조 재료의 규격 및 강도

프로그램 MIDAS/Gen MIDAS/SDS
MIDAS/SET
Best

로고

적용부위

- 골조응력해석
- 지진, 풍하중
동적해석
- 골조의고유치
해석

- 바닥판부재
응력해석
- 기초설계
- 바닥판처짐,
진동검토

- 단위부재설계
(기둥등)

Version 7.8.5 3.5.0 3.3.4

표 5. 구조계산 및 해석용 프로그램 개요

4.2 구조적 안전성 평가기준

태양광 발전장치의 구조적 안전성 평가기준 및 참고기

준은 건축설계 기준(KBC-S)7)에 적용되는 하중을 적용하

였다. 이때, 고정하중은 각 부분의 실 재료를 고려하여

산정하였고, 적재하중은 등분포와 집중하중으로 분류하여

구조부재에 큰 응력을 발생시키는 경우를 적용하였다.

4.3 풍하중 설계 조건

발코니 거치 태양광 발전장치의 구조적 안전성 평가를

위한 풍하중 산정은 “건축구조설계 기준(KBC-S)”에 관

한 규칙을 적용하였고, 상세적용은 대한건축학회 제정

“건축물하중기준 및 해설8)”을 참고하였다. 풍하중 설정조

건은 <표 6>과 같다.

풍하중 산정을 위한 풍속의 고도분포계수()는 대기

경계층의 높이(Zb = 15m) 그리고 기준경도풍의 높이(Ka

= 400m)로 설정하여 1.28(=0.45×116
0.22)9)로 설정하였

다. 또한, 설계기준 풍속( )는 계산식10) (식 1,

 ××× sec×××) 을
적용하여 32.0(m/sec)로 설정되었다. 설계속도압()은 계산

7) http://www.aik.or.kr 건축구조설계 기준(KBC-S 2009, 건교부

고시)

8) 건설교통부제정 “건축물 하중기준”의 풍하중 해설, Architectural

Research [1229-6163], pp. 46

9)  : 풍속의 고도분포계수, 
 : 평탄한 지역의 지표면조도구

분 : B=0.45,  : 건축물의 높이 : 116(m), : 풍속의 고도분포
지수 : B=0.22

10)  : 설계풍속,  : 기본풍속(m/s),  : 풍속의 고도분포계

수,  : 지형에 의한 풍속할증계수,  : 건축물의 중요도

계수

식11) (식 2,   ××
 = ×× 

) =

×× 을 적용해 640(N/㎡)로 설정되었다.

구 분 내 용

용도 및 규모 지상 40층 이하, 넓이x깊이 = 18x66(m)

기본 풍속 V0 = 25(m)/sec(충청북도 지역)

설계지역 노풍도 B (중층건물에 산재해 있는 지역)

가스트 계수
Gf = 2.2 (강체구조물)

중요도 계수 : Iw = 1.00(중요도 1)

지형에 의한

풍속할증계수
적용안함(평지), 풍속할중계수 : Kzt = 1.00

건축물 최대높이 G.L.+116(m), 지붕의평균높이 : G.L.+32(m)

표 6. 풍하중 설정조건

외장재의 구조적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설계 풍하중

산정은 벽면의 가스트 계수를 정압(=1.0, =-0.52)

부압(=-1.0, -1.5, -1.9, =0)으로 설정하였다. 이때,

설계용 가스트 영향 계수(강체구조물, )의 계산12)은 (식

3,     )과 같다. 외장재용 설계용 풍하중의 설

정은 <표 7>과 같다.

구 분 ZONE WIND LOAD WIDTH %

벽면

정압 ⑤⑥⑦ 1907 N/m
2

100

부압

⑤ -1254 N/m2 14.4 m -66

⑥ -1882 N/m
2

1.8 m -99

⑦ -2383 N/m2 0.9 m -125

표 7. 외장재용 설계용 풍하중(벽면의 부압 및 정압)

그림 5. 외장재용 풍하중의 수압면 적용 예

11)  : 설계속도압,  : 공기밀도 : 1.25(N․S
2/m4,  : 설계지

역의 지표면으로부터 임의 높이 Z에 대한 설계풍속(m/s)

12)  : 강체구조물,  : 풍속변동계수,   


 ,

 : 기준높이에서의 난류강도,   


   ,  : 비

공진계수(건축물의 변동변위의 고유진동수 이외의 진동수 성

분을 나타내는 계수),    


 



 ,

 : 건축물의 높이(m),  : 건축물의 폭(m),  : 기준높이
에서의 난류스케일(m)



발코니 거치 태양광 발전장치의 구조적 안전성에 관한 연구 / 조정제・정유근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논문집 Vol. 12, No. 2  2012. 04 37

발코니 거치 태양광 발전장치에 작용하는 풍하중의 유

효수압면적(A=0.551×0.831 = 0.458㎡)1)으로 계산되었고,

이때, 설계풍압(1,907N/㎡), 설계풍하중(  ×=1,907×

0.458=873N)으로 설정하였다.

발코니 거치 태양광 발전장치의 처짐제한은14) 알루미늄

프레임 경간 0.345m 미만일 때는 (L/175) 이하로 하고 경

간 0.345m 이상 1.016m 미만일 때는 (L/240+0.635m) 이

하로 설정하였다. 이 때, L은 두 측정지점간 거리를 나타낸다.

강철하지철물 경간 0.345(m) 미만일 때는 (L/175) 이하

로 하고 경간 0.345(m) 이상부터 1.016(m) 미만일 때는

(L/240+0.635m) 이하로 하며, 경간 1.016(m) 이상일 경우

에는 L/300 이하로 설정한다. 고정하중에 대하여서는

3.2(mm) 이하로 설정하였다.

하중종류 적용기준
설계적용 및

특기사항
적합여부

고정하중 KBC-S 적 용 적 합

적재하중 KBC-S 적 용 적 합

지진하중 KBC-S 적 용 적 합

풍 하 중 KBC-S 적 용 적 합

표 8. 하중종류별 적합여부

4.4 안전성 검토결과

대상구조물에 대한 구조검토는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

구조설계기준에 의거 풍하중과 자중을 적용하여 구조해

석을 수행하였다.

1) 설계풍하중 평가

풍하중은 기본풍속 35(m/s), 조도면구분 B, 중요도계수

1.0(중요도등급 1)을 적용하여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산정

된 태양광 발전모듈에 작용하는 설계풍압은 1,907 (N/㎡)

으로 나타났으며, 발전장치 1개에 작용하는 설계풍하중은

873(N)으로 검토되었다.

유효수압면적   ×  

설계풍압   


설계풍하중   × × 

표 9. 설계풍하중 검토

2) 연결부 평가

태양광 발전장치의 난간설치에 적용되는 볼트(Bolt)와

13) 유효수압면적 : 발전모듈 면적(551×831(mm))

14) 건축구조설계기준(KBC-S 2009), 설계풍압력 설계 하중에 의

한 성능기준 : 벽면에 수직인 프레임 부재의 힘의 NET 수치

는 앵커에서 앵커까지의 거리에 따라 부재길이가 4,115mm 이

하일 경우 (L/175이하) 처짐이 발생

플레이트(Plate), 용접은 각각 M10(F10T)과 6T로서 대상

구조물에 작용하는 풍하중과 자중(각각 25kg, 20kg)을 고

려할 때 안전한 것으로 평가되었다.15)

볼트의

전단강도 검토

지압강도 ⊘ ⊘ ≻

전단강도 ⊘ ⊘ ≻

플레이트의

전단검토

유효단면적  ×   


전단강도   ≻ 

․ = 항복강도, ․ = 면적, ․ = 인장강도, ․ = 면적

․ = 유효단면적(프레임과 거치대의 연결부위)

표 10. 볼트 및 플레이트의 전단강도 검토

최대지지력 검토결과 제시된 발전장치의 연결부는 충

분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대상 구조물이 설치될

발코니 난간의 경우에 건축구조설계 기준(KBC-S)에 따

라 0.9(KN)의 집중하중이나 0.4(KN/m)의 등분포하중에

지지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6. MIDAS 입력 값

그림 7. MIDAS 시뮬레이션

15)  : 볼트의 항복강도(탄성변형의 한계응력),  : 볼트의

휨 인장강도,   : 면적

※ 프레임과 연결되는 볼트와 용접부위의 항복강도와 휨 인장

강도를 집열판의 무게가 풍하중과 자중을 고려할 때 안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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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접수)일자: 2011년 11월 7일

수정일자: (1차) 2012년 3월 21일

(2차) 2012년 4월 3일

게재확정일자: 2012년 4월 5일

5. 결 론

본 연구는 건축물 발코니 난간에 거치 가능한 태양광

발전장치를 제안하고 시스템의 구조적 안전성을 평가하

였다. 이 시스템은 고효율의 발전성능보다는 가격과 시공

성 그리고 이동성에 주안점을 두고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공동주택 난간을 대상으로 난간의 종류 및 모듈

그리고 성능 등을 이론적으로 고찰하였다. 분석결과 두

가지 대표적 발코니 거치 방식이 제안되었고, 다양한 규

격의 난간에 부착하기 위하여 거치대 프레임의 일정범위

안에서 그 크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제안된 설계안의 구조적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건

설교통부 및 (KCI 2007) 등 안전성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시뮬레이션 평가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제안된 설계안

은 외부풍속 25(m/s) 이상의 외벽면 설계풍압 1,907(N/

㎡)에서 응력 및 처짐이 구조적으로 무리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어 실제 건축물에 적용가능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에서 제안된 발코니 거치 태양광 발전장치 설계안

은 구조적으로 안전한 기술개발이 가능하여 상업화 가능

성이 높은 기술로 앞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이고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건축시장에서의 다양한 활용이 가

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추후 발코니 난간 거치형 구조적 안전성 검토에

대한 결과를 토대로 기초성능평가 및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한 분석을 진행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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