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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1)서론

I-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건축분야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주

요관심사 중 하나는 건물재실자의 쾌적감을 충족시

키면서도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시키고 더 나아가

에너지를 자급자족할 수 있는 건축기술 구현에 있

다. 이러한 관점에서 ‘패시브하우스’ 또는 ‘제로에너

지하우스’ 등의 수동적인 건축기술과 아울러 적용되

는 적극적인 요소기술인 건물통합형 (또는 건물일

체형) 태양광발전 (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_

이하 BIPV)은 앞으로 그 활용의 폭이 훨씬 커질

* 세명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공학박사

본 논문은 세명대학교 2015년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작성됨.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과거 비용적인 부분과

제한적인 태양전지 건축응용이 그 확산의 걸림돌로

작용하였으나 근년에 새로운 개념의 태양전지 상용

화로 다양하고 효과적인 BIPV 가능성이 열리고 있

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건물에너지 생산 및 소비감

소와 온실가스 배출감소는 물론 새로운 건물외피

디자인 가능성 등을 실현시킬 스마트 건축기술로서

새로운 건축 패러다임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되고,

그 대표적인 것이 염료감응형 태양전지 (Dye

-Sensitized Solar Cell _이하 DSC)이다. 특히 DSC는

기존 실리콘 계열 태양전지와 비교하여 확실한 가

격 경쟁력과 다양한 색상 및 투명성 그리고 유연한

형태의 모듈제작 등 BIPV 구현에 커다란 장점을

갖추어 그 활용성이 기대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DSC적용 BIPV 응용연구와 적용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으로 좀 더 실질적인 연구와 경험축적

사례연구를 통한 DSC에 의한 BIPV 가능성 분석 연구

Analyzing the Possibility of the 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

with DSC by the Case Studies
이 응 직*

Lee, Eung-Jik

Abstract

The various colors and transparency of DSC and operability unrelated with directions greatly

expand the use of BIPV, as a multi-functional composite of module. Therefore the possibility of DSC

BIPV is examined by the case study and the analysis and then its applicability is examined.

Most of the DSC BIPVs, which are found through a total of six case studies and analyzes in Korea

and abroad, are mainly implemented with window glass and shading devices. This is related to the

DSC transparency property. Improvements are due to the irritation of the eye due to the color of the

red module.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take into account the color of the BIPV window depending

on the use of the building and the room. Meanwhile, some colors of application model may stimulate

eyes and such colors should be considered by use of buildings and rooms in the application of BIPV

window. DSC BIPV has prospective diffusibility with the development of flexible module for the

application of building surface.

키워드 : 염료감응 태양전지, 건물일체형 태양전지, 다기능 복합재, 건물 외피디자인
Keywords : DSC(Dye-Sensitized Solar Cell), BIPV(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 Multi-functional

composite, building surface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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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DSC가 적용된 BIPV 사례건물의

조사·분석을 통해 그 기술적 수준을 파악하여 DSC

의 BIPV화 가능성과 개선 방향을 살펴봄으로써 디

자인 심미성을 가미한 BIPV의 효과적인 적용과 확

산에 일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우선 본 연구의 대상인 DSC의 BIPV에 대해 인

터넷, 전문서적, 학위논문 등의 문헌조사를 통한

DSC특성과 건물적용 선행연구 분석을 실시하여 현

재의 상황을 파악하고자 하며, 아울러 BIPV로의 조

건을 모듈 건자재 관점과 그에 따른 복합기능 요소

로 고찰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극소수에 불

과한 DSC BIPV 대상건물을 국내와 국외로 구분·

선정하여 각각의 건물마다 적용된 요소기술과 그

수준 정도를 분석하고 이 분야의 보다 효과적인

BIPV 적용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범위는 연구의 성격상 태양전지의 전기적인

물성개발은 제외하고, DSC 등의 유기 박막태양전

지 건축응용을 위한 건자재화 관점으로 국한하여

현재 사용 중인 건물을 대상으로 사례조사를 실시

한다.

II. BIPV의 이론과 현황

II-1. BIPV와 DSC의 개념 및 현황
1) BIPV 개념

BIPV의 개념은 건축 마감재로 사용되는 BIPV모

듈이 전기를 발전함은 물론 전통적인 건축의 모든

외피기능을 충족하는, 다시 말해 [그림 1]과 같이

외피의 기후보호, 단열효과, 차양 및 방음장치 그리

고 건축 디자인 요소 등을 동시에 소화할 수 있는

복합 다기능성 건자재에 속한다는 것이다.1) 이는

서론에서 언급한 미래 스마트 건축기술의 지속가능

성 및 환경보호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건

축의 지구환경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행이기도 하다.

현재 세계 BIPV시장의 85%를 실리콘 결정형 태

양전지가 차지하고 있는2) 관계로 BIPV 기술도 주

1) 엄재용 외, 단열성능 개선을 위한 진공유리가 부착된
BIPV Module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태양에너지학회 논
문집, v.34 n.2, 2014. p.45
2) 한국건설생활환경연구원, Report of BIPV Market and

로 결정형 태양전지 중심의 연구개발 및 적용이 이

루어져 온 상황인데, BIPV시장은 매년 20%이상의

성장세3)를 보여 일단 그 잠재성이 입증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형 태양전지 중심의 BIPV활용

은 모듈 색상의 단조로움과 단단한 판형태의 모듈

에 따른 유연성 부족, 창호의 경우 투명성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건축가의 선호도가 낮은 편이었다.

그림1. BIPV의 적용개념

2) DSC의 개요 및 기술현황

제 3세대4)5) 태양전지에 속하는 DSC는 식물의

광합성원리를 응용하는 박막기술로서 유기물질을

이용하므로 월등한 저가의 재료비와 제조설비 그리

고 공정기술로6) 인해 전반적인 가격은 무기재료에

의한 결정형 대비 30%에 불과하다.7)

BIPV를 위한 물성적인 특성은 건축디자인의 주

요요소인 다양한 색상구현과 아울러 반투명 모듈로

서 투광성 및 시야확보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기판

의 재질에 따라 유연한 모듈제작에 어려움이 없어

곡면 등 건축응용이 용이하다는 점을 [그림2]를 통

해 예측 가능하다. 전기적 특성으로는 결정계가 모

듈 표면에 직사광선을 받기위한 적정 각도와 방향

성 고려가 필수인 만큼 건축물 적용에는 제약요소

Technologies, 2017, p.4
3) 아이뉴스24(2017. 5. 11), 아시아경제신문(2017. 5. 12)
4) 1세대: 실리콘 결정계, 2세대: 박막계, 3세대: DSC를

포함한 유기계로 구분됨
5) Graezel. M., Solar Energy Conversion by Dye-
Sensitized Photovoltaic Cells, Inorg. 2005, 44(20),
pp.6841~6851
6) Thomas, S.; Deepak, T. G.; Anjusree, G. S.; Arun,
T. A.; Nair, S. V.; Nair, A. S., A Review on Counter
Electrode Materials in Dye-Sensitized Solar Cells. J.
Mater. Chem. A, 2014, 2(13), pp.4474~4490
7) 디지털타임스, www.dt.co.kr, 2015. 5. 7.

http://www.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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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작용한 반면 DSC의 동작 특성8)은 직사광과 산

란광에 폭 넓게 반응하므로 흐린 날씨와 설치방향

및 각도에 대한 제약이 없기 때문에 모든 방향의

건축물외피 적용 가능하여 BIPV 응용의 폭이 훨씬

넓다는 장점을 가진다.

그림2. DSC의 색상 및 유연성 예

출처: http://www.apex-portal.com

한편 지금까지 꾸준히 개발된 DSC의 효율은 국

외에서 15%9), 국내에서 11%10) 정도로 알려져 있으

나 상용화의 경우는 더 낮아지고, 약점으로 지적되

는 내구성11)에 있어서도 지속적인 기술개발이 필요

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근래의 기술발전 속도로

보아 멀지 않은 미래에 기술 안정화와 상용화의 구

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아래 [표1]과 같이

DSC의 특성과 그에 따른 장점으로 정리된다.

특 성 장점

재료비 및 제조비용 저가 재료의 희귀성 없고 무독성

산란광, 미약광선에도 작동
실리콘 계열 대비 20%
정도 상승(kWh/kWp)

설치각도 및 방향에
구애받지 않음

BIPV 및 디자인에 제한
없음

색상의 다양성, 투명성
색감과 투명도 조절로
다양한 디자인 가능

2~3장 겹치는 다중 제작과
양면작동 셀 가능

에너지 획득 량 상승

PVC, 철판, 유리 등 기판
선택이 자유로움

플렉시블 모듈 제작
가능으로 곡면 대응 가능

인공광원에도 반응 실내 설치 가능

출처: T. Friesen, Dye Sentitized Solar Cells BIPV: Opportunities and Limits
Conference report, 2016, 저자재작업

표1. DSC의 특성에 따른 장점

8) 강만구, 연료감응 태양전지 기술동향, 전기전자재료지,

제 28권 제 11호, 2015, p.3
9) www.photovoltaik.de, 2013. 7. 11.
10) 제임스원, 2016. 5. 26./과학동아, 2009. 6. 29
11) 고 휘발성의 액체 전해질을 대체하는 고분자 젤 전해

질이 국내에서 개발됨(http://news.mt.co.kr, 2013. 6. 25.)

II-2. 선행연구 고찰
새로운 DSC에 대한 연구는 제품 개발 및 제작에

관한 분야와 DSC 창호 적용 및 에너지 성능과 절

약 분야 등 제품응용에 관한 것으로 크게 구분된다.

본 연구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건축응용 부분은 건

물창호에 적용된 연구로 김효중 등(2012)은 건축창

호의 채광성능, 정우람 등(2012)은 BIPV창호의 빛

환경, 김지성 등(2012)은 창호성능 특성분석, 심세라

등(2011)은 광학적 특성에 의한 건축창호 적용 가능

성, 이기원 등(2014)은 색상과 적용위치에 따른 디

자인 컨셉 및 선호도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DSC에 의한 에너지성능 및 절약연구로 이효문 등

(2015)은 BIPV창호 발전성능, 조정훈(2016)은 공동

주택 에너지절약 방안, 이기원 등(2016)은 건축적

관점의 실증연구 등이 조사되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기존의 결정형 태양전지에

서 얻을 수 없었던 DSC의 장점을 건축에 접목하는

첫 단계로 창호로서의 가능성에 집중하고 그에 따

른 실내 시 환경 및 에너지 성능분야의 관점을 제

시한 의미 있는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러

한 연구에서는 주로 창호적용에 대한 실험적 수준

으로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건축적 고찰에는 미흡

함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보

다 심층적인 DSC BIPV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II-3. BIPV 모듈의 건자재 요소
전기 및 건축기술의 융합요소가 강한 BIPV는 워

낙 다양한 각각의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일반 공산

품과 같은 통일된 표준의 제정이 쉽지 않은 어려움

이 있었다. 다행히 이 분야의 활성화를 위하여 2016

년 말 ‘BIPV모듈 KS 인증’12)이 만들어져 BIPV 설

계 및 시공, 모듈제작 등에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르면 BIPV모듈은 건축자재 기능

과 전력생산 기능을 동시에 발휘함에 구조 및 전기

적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구조적인 건

축 기능 측면의 중요한 골격은 첫째, 물리적으로 강

건하고 구조적으로 단단한 것, 둘째, 기본적으로 기

후 요소로부터 보호되는 것(예: 비, 눈, 바람, 우박

등), 셋째, 건물자재의 기능과 동시에 건물 외형상

의 미관을 고려할 것13)으로 정의되고 있다.

12) Glass-to-Glass 및 Glass-to-Backsheet 모듈에 한정

하는 KS C 8577:2016
13) 13)의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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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모듈인증에 적용되는 GtoG 또는 GtoB

이외에도 다양한 모듈적용이 가능한데 특히 DSC의

경우 유리뿐만 아니라 얇은 철판 또는 PVC기판 모

듈이 건물외장재로서 조건을 충족하여야만 한다.

한편 BIPV에 의한 건물외피 대체장소는 크게 지

붕, 파사드, 창호 그리고 외부차양 장치 등으로 구

분되며 각각의 적용 장소에 따라 적용 난이도와

PV모듈로서의 성능도 달라진다. 이는 제한적인

BIPV 모듈 및 부자재의 공급 상황과도 관계가 있으

며 적용 부위 별 BIPV 상황을 정리하면 [표2]와 같다.

지붕 외벽 창호 차양장치

표준화수준 높음 중간 낮음 중간

에너지획득율 80~100% ≤70% ≤70% 80~100%

설계난이도 중간 높음 높음 중간

PV모듈종류 표준 특수 특수 표준

디자인요구성 높음 매우높음 매우높음 매우높음

에너지획득율 : 결정계모듈의광선입사각기준 출처: Report of climate
protection foundation Jena, Potential of BIPV, 2014, 저자재작업

표2. BIPV 적용 부위별 특징

II-4. BIPV 복합 모듈

미래의 건물은 에너지 고효율화에만 초점이 맞춰

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존재하는 에너지를 적극

적으로 활용함으로서 건축의 지속가능성까지 추구

하여야 하고, 이의 실현에 대한 중추적 역할을 건물

의 외피가 담당하게 된다. 따라서 건물외피로서의

BIPV모듈에는 ‘다기능 복합재’라는 개념이 주어지

며 그 대표적인 것이 외피마감기능, 단열기능, 소음

차단기능, 차양기능, 디자인도구, 전력발생기능 등이

해당되고 그 자세한 내용은 [표3]과 같다. 또 이러

한 ‘BIPV모듈’과 함께 일반적인 BIPV 시스템의 다

른 주요 구성요소는 모듈을 거치대에 고정시키는

‘모듈장착 시스템’ 그리고 그 모듈이 부착되는 ‘거치

시스템’ 등 총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DSC의 경

우도 이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1) BIPV 모듈(module): 건물입면에 적용되는 건

축 디자인요소로서 일반적인 결정계 모듈은 유리를

이용한 GtoG 또는 GtoB형태이며, 크기는 표준화

규격 또는 특수 규격 제작이 가능하다. 박막계 유리

기판모듈은 위의 경우와 유사하나 얇은 철판 또는

PVC 기판에 있어서는 폭 보다는 길이가 긴, 두루

마리와 같은 형태로 제작·공급된다. 특히 DSC와 같

은 투명성을 추구하는 모듈은 유리 기판에 증착시

켜 투명도와 광선투과도를 조절하여 창호 및 차양

장치, 캐노피 마감 등으로 적용된다. 이러한 투명성

의 특징은 건물실내 채광 등의 빛 환경을 비롯한

실내의 폐쇄성과 외부로부터 획득 가능한 태양에너

지 이용 등의 관점에서 건축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다.

기능 내 용

-건축 외피의 전형적 기능으로 내·외부를
구획하고 선택적 차단재 역할
-외부의 자연조건인 비, 바람, 눈 등으로
부터 내부 환경 보호기능

-냉·난방부하 절감의 절대적 조건으로 외
기차단의 기밀성과도 연관
-친환경 건축물 에너지절감 정책에 의한
중요요소

-외부 소음에 대한 차음성
-모듈과 유리를 통한 차음성능 향상

-하절기의 과도한 일사유입에 따른 냉방
부하 대책
-동·서향의 경우 오전과 오후의 깊은 태양
광 입사각에 대한 일조조절

-건축입면에 나타나는 다양한 색감과 질
감의 조합에 의한 외부 디자인 요소
-건축의 에너지 생산체 이미지 고양

-전형적인 외피기능에 전력 발생원으로의
부가기능 추가
-특정적으로 대표적인 다기능성

출처: Polysolar Ltd., Guide to BIPV, 저자재작업

표3. BIPV 복합기능 요소

2) 모듈장착(fixing) 시스템: BIPV모듈을 건물외

피에 고정시킴에 어떤 형식의 장착시스템을 이용할

것이냐는 BIPV에 의한 건물 전체입면 디자인에 영

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커튼월과 같은 일반적인 유

리외벽공법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 여기에는 모듈거

치 시스템에 따라 크게 모듈을 부분적으로 고정하

는 포인트 장착 방법과 모듈 가장자리를 전부 고정

하는 선형 장착 방법으로 구분된다.

bracket A형 bracket B형 bracket C형

그림3. Point Fixing System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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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lion 형 cover fixing 형 grid fixing 형

그림4. 선형고정 방법 예

3) 모듈거치(mounting) 시스템: 건물 본체에 파스

너로 고정된 후 모듈이 장착되는 거치 구조재로서

건물외피 마감방식에 따라 다양한 재료와 형태가

존재하나 아연도금 형강이나 알루미늄의 ㅁ형 또는

L 및 U형이 일반적이다.

III. 사례조사 및 분석

III-1. 국내의 사례연구

1) L연구원 신재생지원센터 지붕

해당 건물은 2층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B시에 자

리 잡은 연구원센터의 실험과 측정, 사무 등의 용도

로 사용되며 일부 옥상을 증축하여 아트리움 지붕

형태의 공간이 만들어졌고 그 지붕마감으로 결정형

모듈이 적용되어 있었으나, 근래 국내에서 개발된

DSC BIPV모듈로 대체되어 지붕 및 아트리움형 실

증작업이 이루어진 경우다.

적용 지붕 면적은 약 102㎡(폭 5.5mx길이 18.5m)

로 [그림 5]에서 보는바와 같이 규격 100cmx100cm

패널 총 89장이 사용되었는데 이 한 장의 1㎡ 규격

패널은 30cmx30cm 크기의 DSC기본 서브모듈 9장

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색상은 두 종류로서 적갈

색(55장)과 황색(34장)으로 지붕면이 디자인 되었으

며 이때 광선 투과율은 적갈색 모듈이 약 20% 그

리고 황색 모듈은 약 25%에 해당된다. 모듈의 고정

은 알루미늄 재질의 격자형태 거치구조 위에 SS

G14)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사례의 특징은 건축마감재로의 필요조건을 충

족시키기 위해 3중 유리 GtoG 패널을 적용하여 물

리적 내구성과 지붕이라는 위치적 특성에 의한 전

기적 기능을 동시에 만족시킨 것이다. 색상과 투과

율에 의한 실내는 상당히 밝은 상황인데 모듈색깔

에 따라 실내 빛환경 조건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14) Silicone Structural Glazing

판단된다. 한편 아트리움 지붕의 일조 및 일사 조절

장치로서의 역할은 그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적색계열의 색상은 실내 시환경의 쾌적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DSC 적용 건물 전경

적용 패널

지붕 적용된 실내모습 DSC 패널 지붕 디자인

그림5 DSC BIPV지붕적용 사례

2) S시 수자원센터 발코니 펜스

신도시 건설에 따라 신축된 수자원 관리 사무용

건물은 남동향의 2층 구조로서, 1층은 전시 및 사무

실, 기계실 그리고 2층은 세미나 및 사무실이 위치

한다. 그 전면에는 전체 길이로 발코니가 펼쳐져 있

는데 이 경우 발코니의 기존 철재 난간 펜스를

DSC 패널로 대체한 사례이다[그림 6].

적용된 패널 사이즈는 역시 100cmx100cm이며 3

중 유리 GtoG 모듈로서 적갈색 DSC 모듈 9장으로

구성되었다. 발코니펜스 형 BIPV는 비록 색상이 적

갈색 또는 황색이더라도 실내와 거리를 둔 적용이

기 때문에 재실자에게 색상에 따른 영향은 없을 것

이라 판단된다15). 이러한 형태의 적용은 국내의 투

박한 철재 아파트 발코니 펜스를 대체하는 폭 넓은

응용이 이루어진다면 더욱 세련된 아파트 입면과

에너지 획득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 예상된다.

15) 정우람 외(2012)의 선행연구에 의하면 DSC창에 대한
재실자의 선호도는 청색계열이 높으며, 적색계열은 현저
히 낮은 선호도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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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C 발코니 적용 전체 건물전경

그림6. 발코니 안전장치 DSC 적용 예

3) S대학교 연구실 창호

남향으로 배치된 교육용 건물의 연구실은 전면

전체가 창호로 가로/세로 280cmx185cm크기이며 윗

부분은 60cm 높이의 고정된 유리창이 좌우로 구분

되고 아랫부분은 높이/폭이 120cmx70cm 크기의 미

서기창 4개로 구성되어 있던 것이 기존 시스템이다.

이 경우 계절별로 과도한 일조 및 일사 상황에 눈

부심 현상이나 모니터를 보는데 방해를 주는 등의

실내 시 환경에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에 대응하여

DSC 창호를 시범적으로 설치한 사례이다.

기존 창호 크기 및 DSC적용 안

DSC 창호 실제 적용 전경

그림7. DSC BIPV 창호적용 예

적용된 GtoG 패널은 [그림7]에서와 같이 윗부분

용의 60cmx137cm와 아랫부분용 68cmx1200cm의

두 종류로서, 투과율이 20%인 적갈색 DSC서브모듈

이 전체 창호에 적용될 경우 채광과 외부조망의 어

려움 및 패쇄감 그리고 투과된 색감에 의한 재실자

시각피로도 등을 고려하여 윗부분은 30cmx30cm 기

본 서브모듈 4장 그리고 아랫부분은 9장을 패널 중

앙에 배치하여 가장자리는 비워두는 형태로 구성되

었다. 또한 중앙 두개의 미서기 창 역시 창호의 개

폐와 원활한 채광 등을 위하여 적용에서 제외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기존 창호의 역할

인 채광과 환기, 외부조망 그리고 외기차단 및 일사

조절 기능과 전기를 발전하는 복합기능을 구현하고

있다.

III-2. 국외의 사례연구

1) Swiss Tech Convention Center, Lausanne

해당 건물은 루잔 공과대학 캠퍼스 내에 남북축

으로 자리 잡은 3,000여석의 다목적 컨벤션 센터로

커다란 로비의 남측을 비롯한 동·서측이 대형 유리

외피로 마감하여 풍부한 채광과 개방감 그리고 외

부연계를 연출하고 있다. [그림 8]에서 보여주는 것

과 같이 층고가 15m에 달하는 높고 넓은 유리로

인한 과열을 막기 위해 남측 유리마감 상부에는 모

자챙과 같은 40m의 처마가 돌출되어 있고, 오후의

각도 깊게 서측 유리를 통과하는 일사에 대비한

DSC 고정 수직루버가 36m길이의 서향 전면에 설

치되었다.

컨벤션 센터 남동측 전경

서측외부 DSC 차양 DSC차양의 실내효과

남서향의 고정 수직루버 적·녹·황색의 모듈컬러

그림8. 컨벤션 센터의 차양 장치 적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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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녹·황색계열의 조합으로 구성된 스테인리스 프

레임 패널규격은 211cmx41cm로 50cmx35cm의 서

브모듈 4장으로 이루어졌고 약 1,500모듈에 의한 65

배열 DSC 발전설비이다. 이러한 차양 장치는 일종

의 유리 예술작품 수준의 시도로서, 이를 통해 주간

에는 투과된 자연광으로 현란한 실내연출 그리고

야간에는 실내의 인공광에 의한 아름다운 파사드

디스플레이로 지역의 랜드마크 역할까지도 감안한

컨셉으로 알려져 있다. 또 DSC차양 장치에서 얻어

지는 자연에너지는 년간 약 2,000kWh에 달해 건물

에너지 공급에 일조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 사례

는 DSC BIPV건물적용에 대한 기본적인 복합기능

구현의 좋은 본보기일 수 있다.

2) Science Tower, Graz

오스트리아의 그라츠 시는 스마트 시티의 실현에

도시의 상징적 요소로서 [그림 9]과 같이 원통 형태

에 이중외피 구조의 높이 60m에 이르는 이 건물을

지속가능한 연구개발 지구에 계획하여 2017년 여름

준공을 앞두고 있다. 건물용도는 R&D 센터로서 12

층의(44m) 사무공간으로 신기술과 노하우 그리고

아이디어를 결합시키는 소위 Green Science구역이

며, 그 위 옥상은 중심에 회의실과 주변에 휴게공간

을 갖춘 옥상정원으로 꾸며져 있다.

남측 전면 전경 이미지 북측 전면 전경 이미지

유리 이중외피 부착작업 적·녹의 모듈컬러

그림9. Science Tower DSC적용 예

건물은 철근콘크리트 중량 골격의 일반적 창호마

감 전면에 고깔 콘 형태로 경량의 투명한 유리외피

가 둘러 처져 더블스킨으로 구성되고 그 유리외피

50% 면적에 DSC모듈 2,000장이 장착되는 구조를

띄고 있다. 이러한 외피 콘셉트는 자연채광 및 환기

와 원통 형태인 본체에 의한 태양에너지 획득의 상

대적 이점 그리고 양면작동의 DSC를 통한 에너지

생산 및 디자인 요소까지 스마트 시티에 자리 잡은

Science Tower라는 상징성과 지속가능한 건축의

실현에 걸맞은 내용이 아니라하지 않을 수 없다.

3) Merck Group Center, Darmstadt

Merck사(社)의 350주년을 기념하여 미래혁신 센

터로 모듈러 건축시스템을 이용한 증축된 건물은

중정을 가진 4개의 큰 블록으로 이루어져 있다.

적갈색 DSC에 의한 BIPV는 2층 블록 중, 사무용

공간의 두 블록의 남향 파사드에 적용되었는데, 첫

번째는 센터의 중정을 향한 남측에 [그림 10]의 상

부 두 그림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수직 고정차양

장치가 57배열로서 아랫부분은 기본서브 모듈 3장

그리고 윗부분은 4장의 서브모듈로 구성된 루버가

총 114장 설치되었다. 이 남측 외피는 이미 천공된

알루미늄 판으로 마감되어 고정차양으로도 효과가

충분하고 적용 DSC는 양면작동 특성이므로 알루미

늄 외피의 반사는 에너지 획득에 유리하게 작용한

다. DSC모듈의 총 면적은 56㎡이며 그에 따른 출

력은 약 1,079Wp(STC16))에 이른다.

DSC 남측 고정차양 전경 고정 패널의 형태 및 색깔

남측외벽 DSC 루버 전경 수직의 가변형 차양 장치

그림10. Merck 社의 DSC루버 적용 예

두 번째는 [그림 10]의 아래 그림과 같이 도로를

접한 돌출된 2층 블록의 남측창호 전면에 설치된

가변형 DSC차양 장치이다. 이 경우 무광택 스테인

16) Standard Temperature Condition (1000W, 25℃,

AM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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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프레임으로 제작된 길이와 폭이 354.4cm x

68.4cm 규격의 루버 17장(서브모듈 총 51장)이 수

직으로 설치되어 수직축에 의한 동쪽에서 서쪽으로

의 태양 추적 트래킹 시스템이다. 이와 같은 태양

추적은 차양효과 및 에너지 획득의 극대화를 가능

케 하는 요소이며 최대출력은 500Wp 급이다.

이 경우는 루버가동을 위한 배선연결과 구동 모

터 등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멀리언 내부배치

를 원칙으로 하여 좀 더 건축적 관점을 배려했다.

또 기존 외피의 밝은 색과 대비되는 적갈색의 DSC

루버 투광광선에 의한 색감 변화를 고려한 깔끔한

루버 디자인은 차양효과와 더불어 파사드에서 일사

를 반사시킴으로 써 얻어지는 열 저감효과 그리고

획득 에너지 효과까지 충실한 복합기능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IV. DSC의 BIPV 개선안

본 연구는 사례 조사·분석을 통하여 DSC BIPV

의 효과적인 적용을 도모함에 목적을 두고 있으므

로 분석한 사례내용을 도표화 하여 [표4]와 같이 그

요소기술과 장·단점 그리고 개선안 등을 DSC의 건

축적 역할을 중심으로 도출·정리한다.

요소
기술

사례

부위
/색상

고정법
장점/
기능

단점 개선안

국
내
사
례

L
연
구
원

지붕
/적갈색
황색

선형의
SSG
공법

개방감/
채광 및
차양
효과

하절기
과열/
자극색상

단열 및
녹색
모듈

수
자
원
센
터

발코니
펜스
/적갈색

포인트
픽싱법

개방감/
깔끔한
디자인

외부적용
거부감
낮음

다양한
색상
요구됨

대
학
건
물

창호
/적갈색

선형
고정/
창유리

차양 및
가림
효과

자극적
투과색상

녹색 등
다양한
색상
적용

국
외
사
례

루
잔
회
의
장

외벽
차양장치
/적녹황
삼색

루버
시스템
고정

차양 및
디자인
도구

실내의
현란한
색감

주거용
배제

타
워
건
물

외벽
차양장치
/황색

포인트
픽싱법

차양 및
디자인
도구

이중외피
비용

친환경
디자인
우선

메
릌
社

외벽
차양장치
/적갈색

루버
시스템
고정

차양 및
디자인
도구

수직형은
추적식이
필수

수평
루버
고려

표4. DSC BIPV 사례 분석 매트릭스

이론적 고찰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DSC에 의한

현 시점까지의 BIPV는 주로 창호계통과 차양 장치

응용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적용 색깔은

대부분 적갈색인데 이는 DSC의 제작기술이 아직

초기단계로서 다양한 색감 구현가능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사례분석 단점의 대부분이 색감에 따른

실내 시 환경 어려움이 예측되기 때문에 좀 더 자

연스러운 녹색과 청색계열의 DSC개발이 요구되며,

또한 건물의 용도와 적용 장소에 따라 DSC 색상

선택을 달리하는 응용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유리지붕이나 커튼월 부분에 있어서는 단순

한 GtoG모듈이상의 단열성능이 필요할 것이므로

단열화 모듈제품의 공급과 외단열 건물 외장재로는

플라스틱이나 얇은 철판 기반의 유연성 모듈 개발

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V. 결론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가능한 건축을 위한 다양한

방법 중에서 건축분야의 중심적인 노력은 건축물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주변에서 가용한 에너지를

얻자는데 그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태양에너지

활용노력은 오랜 역사 속에서 당대의 최고 기술 범

위 안에서 그 흐름을 이어오고 있고 그러한 맥락에

서 BIPV 또한 기술발전을 거듭하는 상황이다.

특히 근래에는 DSC의 다양한 장점을 BIPV에 적

용시키는 연구가 이루어지는 바, 본 연구에서는 그

사례를 조사·분석하여 장·단점을 살펴보고 그에 따

른 개선안을 도출하여 시작단계에 있는 DSC BIPV

적용에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우선, DSC의 가장 큰 건축적 장

점은 다양한 색감과 투명성 확보이기 때문에 초기

의 적용 대상건물에는 주로 창호 및 차양 장치로

BIPV화되었고 그에 상응한 유리 기판모듈이 적용

되었다. 이를 통하여 기존의 결정형 모듈 대비 건축

의 다양하면서도 혁신적인 디자인 가능성이 나타나

고 있다. 즉, 창호 또는 대형 유리 파사드를 통한

적절한 일사 유입과 차단 그러면서도 실내의 외부

조망 및 개방감 확보 그리고 야간의 다양한 디스플

레이 효과 등이 그것이다.

특히, 고층화되는 도시건물의 경우 지붕면적은 줄

어들고 외피면적이 넓어지는 입장에서 설치각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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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이 전체 파사드 디자인에 커다란 제약으로 작

용하던 기존 결정계 모듈과 달리 모든 방향과 각도

로 적용할 수 있어 BIPV에 의한 건물외피 디자인

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준다고 판단됨에 그 가능성

은 매우 기대된다. 이러한 가능성이 건물에너지 자

립 및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이슈와의 접점에서

BIPV의 복합기능 요소가 부각되는 조건일 것이다.

한편 현재의 초기단계 DSC기술에 의한 한계성으

로는 상용화된 일반적 모듈 색상이 제한적이라는

점과 비교적 낮은 효율과 내구성 그리고 건축적으

로도 BIPV 응용 경험이 충분치 않아 DSC의 창호

적용의 경우 색상과 실내 시환경에 대한 분석이 더

필요한 점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앞으로 DSC BIPV활성화를 위하여 더욱

확실한 DSC기술의 안정화와 더불어 기본 색상인

적갈색이외의 녹색, 황색, 그리고 청색 등의 다양한

모듈의 상용화와 모듈 유연성과 관계되는 PVC 또

는 얇은 철판을 기판으로 대형면적의 모듈개발이

필요하다.

국문초록

건물에너지 자립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BIPV

역할이 증대되는 가운데 기존 결정계의 한계를 극

복할 수 있는 DSC의 적용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DSC의 다양한 색상과 투명성 그리고 방향에 무관

한 작동성은 모듈의 다기능 복합재로서 BIPV폭을

크게 확장시킨다. 이에 사례조사·분석을 통해 DSC

BIPV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그 활용성을 조망한다.

국·내외 각 3건씩의 사례 조사·분석을 통해 나타난

대부분의 DSC BIPV는 주로 창호와 차양 장치로

구현되고 있고 이는 DSC의 특성과 무관치 않다.

즉, 다양한 색상과 투명성의 모듈은 건물 외피디자

인과 에너지 획득에 커다란 전환점을 마련하고 있

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으로는 적용모듈의 색상으

로 인한 눈의 자극성이 존재하여 BIPV 창호적용에

는 건물 및 실의 용도에 따른 색감 고려가 필수적

이고 건물외피 적용을 위한 유연한 모듈개발의 경

우 DSC BIPV는 상당히 기대되는 확산성을 가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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