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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 복합시설 BIPV 모듈의 특성을 고려한 태양광발전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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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xperimental Study on the Array Design of BIPV System in Complex Facility of 

Downt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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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BIPV system must be designed to reflect the architectural and electrical characteristics simultaneously because 

it replaces the role of the exterior material of the building, which makes it difficult to design the BIPV. The thin film type 

BIPV module has an electrical characteristic that the open voltage is higher and the short circuit current is lower than that 

of the crystalline type BIPV module. However, there are many differences in the design of the array, the collector distribution 

board, and the inverter in the system configuration since the crystal type BIPV module has the opposite feature. In this study, 

a crystalline BIPV module and a thinfilm BIPV module were applied to actual buildings. As a result, the elements to be 

considered in designing BIPV system were derived, and the architectural and electrical characteristics were mutually analy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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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BIPV(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는 건축물의 의장성과 

발전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건축물의 외피를 활

용한 복합 시스템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1]. BIPV 시스템은 건

물의 외장재를 대체하여 적용되는 만큼 건축적 요소와 전기적 

특성을 동시에 반영하여 설계해야하므로 태양광발전설계자가 

BIPV 설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2]. 박막형 

BIPV 모듈은 결정형 BIPV 모듈에 비하여 개방전압이 높고 단락

전류가 낮은 전기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결정형 BIPV 모듈은 

이와 반대되는 특징이 있어 BIPV 계통 구성시 어레이 산정 및 

Collector-분전반, 인버터 산정 등에 많은 차이점이 발생한다[3]. 

이에 본 논문에서는 실리콘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결정형 BIPV 

모듈과 박막형 BIPV 모듈을 실제 건축물에 적용하여 BIPV 어레

이 설계시 주의해야할 요소를 도출하였다. 건축 입면, 사이즈 및 

개수의 어레이 구성에 대한 건축적 요소와 전기적 특성을 상호 

비교 · 분석하고 결정형 모듈과 박막형 모듈의 발전효율을 분석 

연구하였다.

2. BIPV 시스템 구성

BIPV 시스템은 그림 1과 같이 모듈, Collector-분전반, 인버터

를 주요소로 전기적 시스템이 구성되며 상호 연결되는 거리가 짧

을수록 발전 효율에 유리하다[1]. 

그림 1 BIPV 시스템 구성

Fig. 1 Configuration of BIPV system

Collector-분전반은 모듈과 가까운 위치에 설치되는 것이 좋으

며 인버터는 소음이 있으므로 별도의 공간에 설치되는 것이 적합

하다. 현재 가장 많이 설치되고 있는 커튼월 형태 BIPV의 경우 

건물 입면에 위치하며 BIPV 모듈간 배선이 각 층별 천장이나 슬

래브 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각 층별 

EPS(Electric Pipe Shaft)실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EPS실은 

전기실로 연결이 되므로 Collector-분전반은 EPS실, 인버터는 유

지/보수 및 점검이 용이하도록 전기실에 설치하는 것이 적정하다

고 판단되나, BIPV 시스템이 적용되는 건축물의 특성은 서로 상

이하므로 상호간 거리를 고려하여 적정한 위치를 선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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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Collector-분전반

Collector-분전반은 시스템 구성상 모듈과 인버터 사이에 위치

하며 모듈의 전기특성을 고려하여 직렬 구성된 회로를 상호 연결

하여 직류 전력을 인버터로 전달하는 장치이다. Collector-분전반

은 그림 2와 같이 모듈간 충돌을 방지하고 역전류 및 과전류로

부터 모듈과 인버터를 보호하며, 전체 배선의 수를 줄여주는 역

할을 한다[4]. 

그림 2 Collector-분전반 회로도

Fig. 2 Collector-panel board circuit diagram

2.2 인버터

인버터는 태양광 모듈에서 발전되는 직류 전력을 교류 전력으

로 변환하는 역할을 하며, 그림 3과 같이 교류계통으로 접속된 

부하설비에 전력을 공급한다. 인버터는 태양광 모듈의 발전된 직

류전류를 교류전류로 변환시켜주고 일반 배전계통과 연계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정전시 점검자를 보호하기 위한 단독

운전 방지기능 등 보호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인버터의 동작전압 

범위는 제조사별로 상이하나 본 논문에서는 250V~700V의 인버

터를 사용하였다.

그림 3 인버터 회로도

Fig. 3 Inverter circuit diagram

2.3 통합형 분전반

통합형 분전반은 인버터에 연결해야하는 Collector-분전반의 

수가 많거나 계통 저압반의 차단기가 부족한 경우 그림 4와 같

이 Collector-분전반의 전력을 통합하여 적은 수량의 케이블 및 

차단기를 사용하여 계통과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그림 4 통합형 분전반 회로도

Fig. 4 Integrated-panel board circuit

BIPV 시스템의 계통이 복잡한 경우 통합형 분전반 사용시 전

력 간선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자재 및 시공비용을 절감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으며 유지관리가 용이한 장점이 있다. 

2.4 모듈

BIPV 모듈은 주재료의 특성을 바탕으로 실리콘계와 화합물계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현재 시중에 상용화되어 사용되고 있는 

BIPV 모듈은 실리콘계로 표 1과 같이 그 형태에 따라 결정형과 

박막형으로 구분된다[5]. 

표  1 결정형과 박막형 BIPV 모듈 비교

Table 1 Comparison of crystalline and thinfilm BIPV module 

Division Crystalline module Tandem module

Picture

Size 1,400mm×1,100mm 1,400mm×1,100mm

Output 

power
197W 150W

Open circuit

voltage
39.1V 167V

Short circuit

current
6.2A 1.27A

Max power

voltage
34V 127V

Max power

current
5.8A 1.1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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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적용 대상 조감도

Fig. 6 Bird's-eye view

(a)남측면도

(b)서측면도 (c) 동측면도

그림 7 남측면도(a) 및 서측면도(b), 동측면도(c)

Fig. 7 Front & West, East facade

Floor South side West side East side

15F 74 14 18

14F 74 14 18

13F 26 14

12F 26 14

11F 26 14

10F 26 14

9F 26 14

8F 26 14

7F 75 14 12

Total 379 126 48

표    2 설치 가능한 BIPV 모듈 갯수

Table 2 The number of available for BIPV module 

                                            (단위:EA)

결정형 셀은 투과가 되지 않으므로 결정형 BIPV 모듈은 투과

가 필요하지 않은 외벽이나 커튼월 스팬드럴 등의 설치부위에 주

로 사용되고 있다. 박막형 BIPV 모듈은 실리콘을 주성분으로 하

는 실란가스를 진공장치에서 증착시키는 방법으로 만들어진 

BIPV 모듈로서 투과율을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외부를 조

망할 수 있는 부위에 설치할 수 있다. 또한 컬러 글라스와 유사

한 외관을 활용하여 건물의 심미성을 강조하는 요소로 활용하고 

있다[6,7].

BIPV 모듈의 온도는 그림 5와 같이 발전 성능에 영향을 미치

는 중요한 요소이다. 모듈의 온도가 상승하면 단락전류(Short 

Circuit current)가 증가하고 개방전압(Open Circuit Voltage)이 

감소하나 개방전압의 감소 폭이 더 커 발전 효율이 저감된다. 

BIPV 시스템의 경우 BIPV 모듈의 종류가 다르거나 사이즈에 따

라 모듈의 전기적 특성이 달라진다.  어레이 구성시 인버터의 동

작전압 범위의 한계치에 가깝게 구성하였을 경우 온도에 따른 전

압의 변화로 BIPV 시스템이 동작하지 않을 수 있다[8].

그림 5 온도변화에 따른 모듈의 I-V 곡선(1,000W/㎡)

Fig. 5 I-V Curve of temperature variation

3. BIPV시스템 어레이(Array) 설계

3.1 적용 대상 개요

설계 적용 대상은 서울 H-대 근처 도심지의 복합시설로 개발

되는 신축건물이며 지상 17층의 규모이며 그림 6과 같다. 건물의 

용도는 판매, 업무, 숙박, 근생, 공공업무이며 저층부는 알루미늄 

판넬, 고층부는 알루미늄 커튼월을 외장 마감재로 하고 있다. 

BIPV 설치 부위는 고층부 알루미늄 커튼월의 9개층 남, 동, 서측

면의 스팬드럴 이며, BIPV 설치 가능 면적은 남측면 630㎡, 서측

면 210㎡, 동측면 80㎡이다.

3.2 모듈 설치 가능 수량 산정

본 건축물의 BIPV를 설치할 수 있는 커튼월의 간격 및 길이

를 고려하였을 때 BIPV 모듈을 설치할 수 있는 수량은 그림 7과 

같이 한정적이며 건축 디자인에 맞춰 배치되기 때문에 표 2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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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결정형 BIPV 계통도

Fig. 8 The distribution diagram of crystalline BIPV 

표 4 박막형 BIPV 어레이 분석

Table 4 Analysis of thinfilm BIPV array

Division South side West side East side

Series(EA) 3 3 3

Parallel

(EA)
126 42

12(up)

4(down)

Dummy 

module
1 0 0

Array 

voltage(V)
501 501 501

Capacity

(kWp)
56.7 18.9

5.4(up)

1.8(down)

같이 층별 수량이 일정하지 않다. 이렇게 일정하지 않은 수량은 

BIPV 모듈의 어레이 산정시 계통에 연결되지 않는 더미모듈을 

발생하게 하는 원인이 되어 BIPV 시스템의 설치용량을 감소하게 

한다. 더미모듈은 건물 입면 디자인의 통일성을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발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러나 모듈이 고장 났을 때

는 더미모듈을 예비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이에 건축적으로 

나타나는 수량과 BIPV 모듈의 전기적 특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계통에 연결되지 않는 모듈의 수량을 최소화하는 것이 BIPV 설

계시 중요한 요소이다.

3.3 결정형 BIPV 시스템 어레이 설계

BIPV 모듈의 어레이를 산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요소는 BIPV 

모듈의 개방전압 및 인버터의 동작전압 범위이다. BIPV 모듈 어

레이의 개방전압의 합이 계통을 구성할 인버터의 동작전압

(250V~700V) 범위 내에 있어야 BIPV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기 

때문에 BIPV 모듈의 개방전압은 어레이 구성시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러한 개방전압의 차이는 어레이를 구성하는 모듈의 수에

서 차이를 나타낸다. BIPV 모듈의 사이즈는 현장별로 일정하지 

않아 BIPV 모듈의 전기적 특성은 상이하여 BIPV 모듈의 어레이 

수량은 현장별로 다를 수밖에 없다. 표  2와 같이 남측면의 설치 

가능 수량은 379EA로 표 3과 같이 14직렬×27병렬로 구성하였을 

때 계통에 연결되지 않는 모듈의 수량이 1장으로 가장 적게 된

다. 14직렬시의 개방전압은 547.4V(=14직렬×39.1V)로 인버터의 

동작전압 범위를 충족하며, 서측면의 경우 수량이 126EA로 14직

렬×9병렬로 구성하였을 때 모두 계통에 연결되어 더미모듈이 없

게 된다. 동측면의 경우 건축 디자인적으로 BIPV 설치 위치간 

간격이 매우 커 상·하로 어레이를 나누어 구성해야 한다. 상부는 

12직렬×3병렬로 하부는 12직렬×1병렬로 구성하였을 때 모두 계

통에 연결되고 더미모듈이 최소가 된다. 12직렬시의 개방전압도 

469.2V(=12직렬×39.1V)로 인버터의 동작전압 범위를 충족한다.

Division South side West side East side

Series(EA) 14 14 12

Parallel

(EA)
27 9

3(up)

1(down)

Dummy 

module
1 0 0

Array 

voltage(V)
547.4 547.4 469.2

Capacity

(kWp)
74.5 24.8

7.1(up)

2.4(down)

표 3 결정형 BIPV 어레이 분석

Table 3 Analysis of crystalline BIPV array

3.4 박막형 BIPV시스템 어레이 설계

박막형 BIPV 모듈의 개방전압은 167V로 인버터의 동작전압 

범위를 고려하였을 때 3~4직렬로 구성될 수밖에 없는 전기적 특

성이 있다. 이에 결정형은 직렬의 수가 많고 박막형은 직렬의 수

가 적다. 직렬수의 단위가 적을 경우 계통을 쉽게 구성할 수 있

으나 병렬의 수가 많아지게 되어 Collector-분전반의 수량이 늘

어나게 되는 단점이 있다. 표 2와 같이 남측면의 설치 가능 수량

은 379EA로 표 4와 같이 3직렬×126병렬로 구성하였을 때 계통

에 연결되지 않는 모듈의 수량이 1장으로 가장 적게 된다. 3직렬

의 개방전압은 501V(=3직렬×167V)로 인버터의 동작전압 범위를 

충족하며 서측면의 경우 수량이 126EA로 3직렬×42병렬로 구성

하였을 때 모두 계통에 연결되어 더미모듈이 없게 된다. 동측면

의 경우 상부는 3직렬×12병렬로 하부는 3직렬×4병렬로 구성하였

을 때 모두 계통에 연결되어 더미모듈이 없다. 3직렬시의 개방전

압 또한 501V(=3직렬×167V)로 인버터의 동작전압 범위를 충족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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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박막형 BIPV 계통도

Fig. 9 The distribution diagram of thinfilm BIPV 

3.5 결정형 & 박막형 BIPV시스템 설계안 비교

결정형 BIPV와 박막형 BIPV 모듈의 어레이를 구성하는 직렬

의 수를 비교하였을 때 결정형 BIPV는 박막형 BIPV에 비해 3배 

이상 많다. 반대로 병렬의 수는 박막형 BIPV가 결정형 BIPV에 

비해 3배 이상 많으며 더미모듈의 수량을 가장 적게 하였을 때 

결정형의 어레이별 전압은 469V~547V로 구성되었다. 박막형 

BIPV의 경우 501V로 어레이별 전압이 상대적으로 박막형 BIPV

가 더 높게 나타났다. 표 5와 같이 동일한 설치면적에 설치용량

은 결정형 BIPV 108.7kW, 박막형 BIPV 82.8kW로 결정형이 박

막형에 비해 31% 더 크다. 단순히 전기적인 발전효을 만을 중요

시 할 경우에는 결정형 BIPV가 우수하지만 건축 입면의 외관을 

중요시 할 경우에는 박막형 BIPV를 더 선호하는 추세이다.

표 5 결정형 및 박막형 BIPV 어레이 설계 비교

Table 5 Comparison of Crystalline & Thinfilm BIPV array 

Design 

Division Crystalline module Tandem module

Module
(EA)

South
14Ser×27Par

(dummy 1EA)
3Ser×126Par

(dummy 1EA)

West 14Ser×9Par 3Ser×42Par

East

12Ser×3Par
(up)

12Ser×1Par
(down)

3Ser×12Par
(up)

3Ser×4Par
(down)

Array 
voltage

(V)

South 547.4 501

West 547.4 501

East 469.2 501

Total capacity 
(kWp)

108.7 82.8

직렬과 병렬 수의 곱이 설치면의 태양광모듈 수가 되므로 인

버터의 설치용량을 정할 수 있게 된다. 표 6은 이러한 구성요소

의 수량을 정리한 표로 Collector-분전반 및 인버터 등의 구성요

소를 살펴보면 결정형 BIPV의 Collector-분전반 수량은 총 5개

이고 박막형 BIPV의 Collector-분전반 수량은 9개로 박막형 

BIPV가 결정형 BIPV에 비해 Collector-분전반의 수량이 1.8배 

많았다. 결정형 BIPV와 박막형 BIPV의 인버터의 수량은 5개와 4

개로 거의 비슷하나 박막형 BIPV는 Collector-분전반의 수량이 

많아 인버터와의 계통사이에 통합 분전반을 설치해야 하는 특징

이 있다.

표 6 결정형 및 박막형 BIPV 구성요소 비교

Table 6 Comparison of Crystalline & Thinfilm BIPV System

Division
Crystalline 

module
Tandem module

Collector-panel

(EA)

South 2 South 5

West 1 West 2

East 2 East 2

Inverter(EA)

South 2 South 1

West 1 West 1

East 2 East 2

Integrated panel(EA) - 2

4. 결  론

BIPV 시스템은 모듈의 특성에 따라 전기적 구성 및 구성요소

에 차이가 나타나므로 이를 고려하여 설계를 해야 한다. 이에 결

정형과 박막형 BIPV를 비교 분석하였을 때 아래와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 번째로 BIPV 모듈로 어레이 설계시 온도계수를 

고려하여 인버터의 동작전압 범위의 한계치에 근접하게 어레이를 

구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BIPV는 건축 입면 

간격 및 사이즈, 개수의 영향이 어레이 구성에 영향을 끼치므로 

전기적 어레이 구성과 상호 교집합하는 영역을 찾아야 한다. 세 

번째로는 박막형은 결정형에 비해 개방전압 값이 커 직렬수가 적

고 병렬수가 많아 Collector-분전반의 수가 결정형에 비해 1.8배 

많다. 그리고 박막형을 적용할 때는 Collector-분전반의 수량이 

많아 인버터와 계통 사이에 별도의 통합분전반을 설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결정형은 박막형에 비해 모듈 발전효율이 높기 때문

에 동일한 설치 면적에 설치용량이 결정형 BIPV 108.7kW, 박막

형 BIPV 82.8kW로 결정형이 박막형에 비해 31%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References

[1] Yoon, J. H., Shin. W. C., Oh. M. H., and Park. J. H., 

"Effective BIPV Application Method for Reduction of 



Trans. KIEE. Vol. 67, No. 3, MAR, 2018

도심지 복합시설 BIPV 모듈의 특성을 고려한 태양광발전시스템 어레이설계 실증 연구             459

Building Energy Consumption at High-rised Office 

Building,"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Vol. 27, No. 

8, pp. 333-342, 2011.

[2] Lim. J. W., "development of envelop using BIPV (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Vol. 20, No. 2, pp. 169-176, 2004.

[3] Um. J. Y., Jang, H, I., Yoon. S. H., "Development of 

envelop using BIPV(Buil ding Integrated Photovoltaic),"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Vol. 29, No. 4, pp. 259- 

266, 2013.

[4] Lee. S. H., Song. J. H., and Jung. S. H., "Convergence 

Technology trend of BIPV & Building Materials," The 

Korean Institute of Illuminating and Electrical 

Installation Engineers, Vol. 28, No. 1, pp. 35-42, 2014.

[5] Yoon, J. H. "Architectural Considerations of BIPV 

System," Korea Green Building Council, Vol. 5, No. 4, 

pp. 23-30, 2012.

[6] Hong, W .H., Kim. D. S., "Study on the Application 

Possibility of BIPV System through Analysis of Electric 

Power Loads and Exterior Design in an Office Building,"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Vol. 22, No. 2, pp. 191- 

199, 2006.

[7] Lee. S. H., Song. J. H., and Jung. S. H., "Convergence 

Technology trend of BIPV & Building Materials," The 

Korean Institute of Illuminating and Electrical Installation 

Engineers, Vol. 28, No. 1, pp. 35-42, 2014.

[8] Yoon, J. H., Kim. J. I., Lee. K. S., and Yoo. K. J., 

"Development of Building Integrated PV(BIPV) module 

for the replacement of commercial building envelope 

materials," The Ecological Society of Korea, Vol. 4, No. 

3, pp. 113-119, 2004.

저   자   소   개

이 안 기 (Ahn-Ki Lee)

He received his B.S degree from 

Electrical Engineering at Seoul National 

Univ. of Science & Technology in 1993 

and his M.S. degree from Electrical 

Engineering at Univ. of Seoul in 2009, 

respectively. Currently, he is a doctoral course at Soongsil 

Univ. and general manager work at Han-jin HIC.

김 재 철 (Jae-Chul Kim)

He received his B.S. degree from 

Electrical Engineering at Soongsil Univ. in 

1979 and his M.S. and Ph.D. degrees from 

Seoul National Univ. in 1983 and 1987, 

respectively. Currently, he is a professor 

in the Dept. of Electrical Engineering at 

Soongsil Univ.

최 옥 만 (Og-Man Choi)

He received his B.S degree from Electrical 

Engineering at Cho-sun Univ. in 1989 

and his M.S. degree from Electrical 

Engineering at Korea Univ. in 1997, 

respectively. Currently, he is a doctoral 

course at Soongsil Univ. and general 

manager work at LH.

강 병 욱 (Byoung-Wook Kang)

He received his B.S., M.S., and Ph.D. 

degrees from Electrical Engineering at 

Soongsil Univ. in 2010, 2012, and 2018 

respectively. He is participated in high 

voltage DC transmission system, renewable 

energy, and energy storage syste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