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KIAEBS Vol.15, No.3, June pp. 279-288

Received: April 27, 2021

Revised: June 4, 2021

Accepted: June 11, 2021

Ⓒ 2021 Korean Institute of Architectural 
Sustainable Environment and Building Systems.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

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
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Journal of KIAEBS 2021 June, 15(3): 279-288

https://doi.org/10.22696/jkiaebs.20210024

pISSN : 1976-6483

eISSN : 2586-0666

OPEN ACCESS

Journal of KIAEBS Vol. 15, No. 3, 2021 ∙ 279

RESEARCH ARTICLE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고려한 공동주택 태양광 

발전시스템 적용 방안
원종연1ㆍ태영란2*

1(주)네드 대표이사, 2명지전문대 교수

A Study on the Capacity Estimation of 

Photovoltaic System Applied to Multi-Unit 

Dwelling by Zero Energy Building Certification 

Grade
Won, Jong-Yeon1ㆍTae, Yeong-Ran2*

1CEO, NED, Seoul, Korea
2Professor, Myongji College, Seoul, Korea

*Corresponding author: Tae, Yeong-Ran, Tel: +82-2-300-8736, E-mail: yourtae@hanmail.net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applicable capacity of the photovoltaic system of two blocks of the 

apartment complex for each ZEB certification grade through a solar simulation program. 

District heating is applied to the two blocks of the apartment, and the Ⓐ block is higher-rise than 

the Ⓑ block. Accordingly, since the Ⓐ block has a relatively long district heating pipe length 

and pumping power, the primary energy requirement was calculated to be higher. As a result of 

calculating the PV applicable area of the roof and the facade using the solar simulation program, 

the roof was found to be in the range of 54 to 73% depending on the building arrangement, and 

it was analyzed that the average of 65% was applicable. The facade was found to be available as 

much as 15% of the total facade area in the southeast and 20% in the southwest. As a result of 

applying the PV system according to the ZEB certification grade, it was analyzed that up to 

Grade4 can be achieved only by the rooftop area, and it was found that the facade area from 

Grade3 should be available. As the maximum achievable level, Ⓐ block was analyzed as ZEB 

Grade3 and Ⓑ block as Grade2.

주요어 : 공동주택, 단위 세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차 에너지사용량, 제로에너지 건축물

Keywords: Multi-unit dwelling, Unit household, Building energy efficiency rating, Primary 
energy consumption, Zero energy building

서 론

국토교통부는 2019년 06월 ‘제로에너지건축물 보급 확산 방안’을 발표하고 개별 건축물

의 제로에너지화를 넘어 지구단위까지의 확산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MOLIT, 2019). 현재 



A Study on the Capacity Estimation of Photovoltaic System Applied to Multi-Unit Dwelling by Zero Energy Building Certification Grade

280 ∙ Journal of KIAEBS Vol. 15, No. 3, 2021

제로에너지건축물의 단계적 의무화는 2020년 연면적 1,000 ㎡ 이상의 공공건축물, 2023년 

연면적 500 ㎡ 이상의 공공건축물, 2025년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연면적 1,000 ㎡ 이상의 민

간건축물, 2030년 연면적 500 ㎡ 이상의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확대된다. 

국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은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5등급(20% 이상 40% 미만)에

서 1등급(100% 이상)으로 5개의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MOLIT, 2020a). 제로에너지 공동

주택 관련 선행연구로 이아영은 패시브, 액티브 설계요소의 최적화와 지열, 지붕설치 및 입면

(남, 남동, 서) 태양광 발전시스템 적용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까지 구현 가능성을 분석

하였다(Lee, 2018). 김법전은 박공형 지붕형태를 가지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붕에 태양

광 발전시스템을 적용하였을 때, 20층 이하 규모의 공동주택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달성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하였다(Kim et al., 2020). 윤요선은 공동주택 옥상 태양광 모듈을 

계단형태로 배치하고 루버일체형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적용 시, 저층(10~12층) 형태는 2등

급까지 달성가능한 것으로 분석하였다(Yun et al., 2020).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게시한 ‘제로

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술요소 참고서’ 내 동일한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을 기준으로 신재생

에너지원별 에너지자립률 민감도는 주거 부문에서 태양광 발전시스템(BAPV) 43.59%, 연

료전지 14.64%, 태양광 발전시스템(BIPV) 13.55%, 지열히트펌프 5.24% 순으로 태양광 발

전시스템(BAPV)이 가장 우수한 것을 나타내고 있다(KEA, 2021a). 이와 같이 제로에너지건

축물 계획 시, 에너지자립률 확보 측면에서 태양광 발전 시스템이 가장 효율적인 신·재생에너

지원으로 우선 고려된다. 하지만 건축면적 대비 층수가 높은 공동주택의 경우, 태양광 발전시

스템 설치 공간의 한계로 인해 에너지자립률 확보가 불리하다.

선행 연구는 태양광 발전시스템 적용으로 일조 검토를 통해 에너지자립률 확보를 위한 최

적의 주동배치를 한 사례는 있으나 인증 등급별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적용성 검토는 전무하

여 공동주택 설계 시 목표 에너지자립률에 따른 세대 당 적용해야 하는 태양광 발전시스템 용

량에 대한 기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공동주택 2개 단지를 대

상으로 옥상 및 입면에 설치가능한 태양광 발전시스템 용량을 검토하여 실현가능한 제로에

너지건축물 등급 수준을 분석하였다.

분석 개요

분석 대상 공동주택 단지

분석 대상 공동주택 단지의 조감도는 Figure 1, 개요는 Table 1과 같고, 대상지 내 Ⓐ 

블록과 Ⓑ 블록을 대상으로 하였다. Ⓐ 블록과 Ⓑ 블록의 경계는 도로를 중심으로 구분되

어 있고, 대상지는 북고남저의 남사면 경사지형이며, 북측과 동측은 산지로 둘러싸여 있

다. 공동주택 동간 간격 현황은 Figure 2와 같이 Ⓐ 블록이 35.7 m~78.3 m, Ⓑ 블록이 36.9 m 

~62.5 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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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Bird’s-eye view

Table 1. Overview of architecture

Division Content

Location of the site Sin-dong, Hwaseong

Total floor area Ⓐ BL : 126,583.73 ㎡ / Ⓑ BL : 125,159.76 ㎡

Floor area ratio Ⓐ BL : 129.81% / Ⓑ BL : 129.92%

Number of household
Ⓐ BL : 640 (84 ㎡ Type : 146, 99 ㎡ Type : 494)

Ⓑ BL : 616 (99 ㎡ Type : 520, 106 ㎡ Type : 96)

Number of floors Ⓐ BL : 10~20 F / Ⓑ BL : 10~12 F

Figure 2. Intervals between multi-unit dwelling

건물에너지 해석 프로그램

국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평가에 사용되는 건물에너지해석 

프로그램인 ECO2를 활용하였다. ECO2는 국내 66개 지역에 대해 기상특성을 반영하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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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물에 사용되는 에너지 요소 중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5가지 요소에 대해 결과를 산출

한다. EnergyPlus, e-Quest, esp-r 등 다른 동적 건물에너지해석 프로그램과의 차이로는 기상

데이터, 내부 발열요소 중 인체, 기기밀도, 내부 발열요소 및 설비시스템의 스케쥴 값 등이 고

정되어 있어 제어가 불가능하다. 

일조분석 프로그램

공동주택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치 시, 가용 가능한 면적을 산정하기 위해 일조분석 프로그

램 Sanalyst 4.0을 활용하였다. 해당 프로그램은 건축물 및 기타 구조물의 3차원 모델 정보를 

입력하고 분석하고자 하는 위치 정보(위도, 경도, 방위각)와 시간 정보의 입력으로 음영 여부 

판단이 가능하다. 분석 기준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내 태양광설비 

시공기준의 총 일조 5시간 이상 만족 구간을 대상으로 하여 춘, 추분 중 일조시간이 가장 불리

한 시점인 11월 30일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KEA, 2021b).

공동주택 단지 태양광 발전시스템 적용 검토 결과

공동주택 패시브 및 액티브 기술요소 적용 분석 결과

주거용 건축물인 공동주택은 난방위주의 건물로 난방열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한 단열계획

이 중요하다. 현재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 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내 고시되어 있는 구조체 부위별 단열성능, 조명밀도를 충족해야 한다(MOLIT, 2020b). 대상 

공동주택 단지는 Table 2와 같이 법적 수준 이상을 적용하였다. 또한 열원 및 환기설비로 

Table 3과 같이 지역난방을 통한 난방 및 급탕 계획, 난방 열회수율 79.1% 전열교환기를 적용

하여 태양광 모듈 설치 전 기본 모델을 구축하였다.

Table 2. Status of insulation and light power density applied to multi-unit dwelling

Category

Construction Standards for 

Energy-Saving 

Eco-Friendly Housing

Applied technology levels

Window
Direct to the outside 0.900 W/㎡K 0.800 W/㎡K

Indirect to the outside 1.500 W/㎡K 1.200 W/㎡K

External wall
Direct to the outside 0.170 W/㎡K 0.150 W/㎡K

Indirect to the outside 0.240 W/㎡K 0.230 W/㎡K

Top-floor roof
Direct to the outside 0.150 W/㎡K 0.146 W/㎡K

Indirect to the outside 0.210 W/㎡K 0.210 W/㎡K

Bottom floor
Direct to the outside 0.170 W/㎡K 0.146 W/㎡K

Indirect to the outside 0.240 W/㎡K 0.233 W/㎡K

Average light power density 8 W/㎡ 7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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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tatus of total heat exchanger and district heating system applied to multi-unit dwelling

Category Content

Total heat exchanger

Conditioning equipment maximum air volume 150 CMH

Air supply fan and exhaust fan power 48.1 W

Air supply fan and exhaust fan pressure loss 101.4 Pa

Air supply fan and exhaust fan efficiency 17.6%

Heat recovery rate
Heating 79.1%

Cooling 66.8%

District heating system

Heat exchanger rated capacity
Heating 3,565.1 kW

Domestic hot water 2,011.6 kW

Pump power
Heating 26.4 kW

Domestic hot water 4.5 kW

Ⓐ 블록 및 Ⓑ 블록의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치를 포함하지 않은 상태의 에너지 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1차 에너지소비량 결과는 Ⓐ 블록 106.7 kWh/㎡·yr, Ⓑ 블록 103.2 kWh/

㎡·yr로 건축물에너지효율 1+ 등급 수준으로 나타났다. 

Ⓐ 블록은 Ⓑ 블록에 비해 비교적 고층 형태로 계획되어 있어 지역난방 열교환기가 저층부

와 고층부로 분리되어 있다. 따라서, Ⓑ 블록에 비해 Ⓐ 블록의 지역난방 배관길이가 더 길고 

순환펌프의 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펌프동력도 높아지기 때문에 Ⓐ 블록의 1차 에너지소비량

이 비교적 높게 산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4. Energy analysis results of Ⓐ block and Ⓑ block base model

Category Ⓐ BL Ⓑ BL

Energy demand [kWh/㎡·yr] 79.3 78.7

Energy consumption [kWh/㎡·yr] 101.7 98.4

Primary energy consumption [kWh/㎡·yr] 106.7 103.2

일조분석을 통한 태양광 발전시스템 적용 면적 산정

Ⓐ 블록과 Ⓑ 블록의 옥상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치가능 면적 산정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대상 단지의 옥상면을 기준으로 총 일조 5시간 이상 만족 구간을 검토하였으며, Figure 3과 

같이 태양광 모듈을 배치하여 설치가능 면적을 산출하였다. 옥상 태양광 설치 가능면적 비율

은 주동 배치에 따라 54~73% 범위로 나타났으며, 평균 65%로 분석되었다.

Figure 3. Example of roof PV installation area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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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Result of the roof PV installation area

Category Building number
Roof area

(㎡)

Installable PV 

module

Installable area

(㎡)

Installation area 

ratio

Ⓐ BL

#101 863.73 236 pcs 527.73 61%

#102 863.73 236 pcs 527.73 61%

#103 603.46 181 pcs 404.74 67%

#104 586.87 181 pcs 404.74 69%

#105 599.33 187 pcs 418.16 70%

#106 861.90 271 pcs 605.99 70%

#107 861.90 271 pcs 605.99 70%

#108 861.90 271 pcs 605.99 70%

#109 861.90 271 pcs 605.99 70%

Ⓑ BL

#201 902.50 262 pcs 585.87 65%

#202 930.25 250 pcs 559.03 60%

#203 306.65 82 pcs 183.36 60%

#204 930.25 289 pcs 646.24 69%

#205 930.25 289 pcs 646.24 69%

#206 930.25 289 pcs 646.24 69%

#207 1,071.06 289 pcs 646.24 60%

#208 603.96 147 pcs 328.71 54%

#209 599.61 196 pcs 438.28 73%

#210 902.50 262 pcs 585.87 65%

#211 603.96 147 pcs 328.71 54%

Result
4,607 PCs

(Total)

10,301.85

(Total)

65%

(Avg.)

Ⓐ 블록과 Ⓑ 블록의 입면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치가능 면적 산정 결과는 Figure 4 및 Table 

6과 같다. 설치가능 면적 산정 시, 벽체만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건물의 남동/남서측 입면을 

기준으로 창호를 제외한 벽체 면적의 비율을 산출하였다. 남동측 입면의 경우 입면 면적의 

60%, 남서측 입면은 65%가 벽체 면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동주택의 경우 창호 크기가 크

고, 창호 간의 간격이 협소하여 벽체 면적 전체에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태양광 

모듈 배치를 통해 벽체 면적 중 설치가능 면적 비율을 산출한 결과, 남동측 입면은 벽체 면적

의 약 30%, 남서측 입면은 약 40%로 검토되었다.

입면의 총 5시간 일조 만족 구간을 앞서 산출한 벽체 면적 비율 및 태양광 모듈 설치가능 면

적 비율을 고려하여 실제 설치가능한 태양광 모듈 면적을 산출하였다. 산출 결과, 남동측 입

면의 경우 총 입면 면적 중 15%, 남서측 입면은 20%에 태양광 모듈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나

타났다. 남서측 입면이 높게 산정된 이유로 측벽 세대가 존재함에 따라 벽체 면적 비율이 더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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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Example of facade simulation result

Table 6. Result of the facade PV installation area

Category
Building 

number

Southeast 

facade area

(㎡)

Installable 

area

(㎡)

Ratio

Southwest 

facade area

(㎡)

Installable 

area

(㎡)

Ratio

Ⓐ BL

#101 1,975.51 354.00 18% 1,325.34 344.59 26%

#102 2,139.79 352.94 16% 1,366.13 355.19 26%

#103 2,269.29 364.46 16% 1,448.29 272.35 19%

#104 2,187.72 316.66 14% 1,374.98 317.23 23%

#105 2,569.11 301.71 12% 1,529.17 251.12 16%

#106 1,818.07 291.83 16% 1,331.33 254.76 19%

#107 1,818.07 241.96 13% 1,499.71 280.91 19%

#108 1,818.07 213.24 12% 1,499.71 249.70 17%

#109 1,818.07 299.71 16% 1,499.71 388.76 26%

Ⓑ BL

#201 1,852.98 254.40 14% 1,284.56 313.54 24%

#202 1,876.88 196.35 10% 1,366.13 300.53 22%

#203 953.17 160.13 17% 352.87 19.97 6%

#204 1,876.88 215.94 12% 1,541.47 246.25 16%

#205 1,876.88 208.97 11% 1,541.47 261.07 17%

#206 1,876.88 222.64 12% 1,541.47 233.06 15%

#207 1,818.07 327.25 18% 1,541.47 400.78 26%

#208 1,523.89 274.30 18% 352.87 91.75 26%

#209 889.69 160.14 18% 1,413.01 367.38 26%

#210 1,926.30 212.85 11% 1,366.13 226.67 17%

#211 1,523.89 270.08 18% 352.87 22.57 6%

Result
5,239.56

(Total)

15%

(Avg.)

5,198.18

(Total)

20%

(A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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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급별 태양광 발전시스템 적용 결과

적용된 태양광 모듈의 사양은 Table 7과 같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급 목표별 태양광 

발전시스템 적용 시, 옥상 태양광 모듈 수평 설치(설치 각도 5°(유지관리를 위한 최소 각도))

를 우선 고려하고, 등급 불만족 시 입면 설치를 추가 검토하였다. 

Table 7. Applied PV module electrical characteristics

Category Content

Rated power (Pmax) 450 W

Voltage at Pmax (Vmp) 44.34 V

Current at Pmax (Imp) 10.15 A

Short circit current (Isc) 10.65 A

Open circuit voltage (Voc) 53.18 V

Dimension (L × W × D) 2,171 ㎜ × 1,030 ㎜ × 35 ㎜

Module efficiency 20.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급별 태양광 발전시스템 적용 분석 결과는 Table 8과 같다.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과 4등급은 Ⓐ 블록과 Ⓑ 블록 모두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옥상만 

설치해도 달성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을 만족하기 위해 옥

상 가용가능한 면적 중 Ⓐ 블록은 46.7%, Ⓑ 블록은 38.4%, 4등급을 만족하기 위해 Ⓐ 블

록은 98.0%, Ⓑ 블록은 76.6%만큼 태양광 모듈 설치가 필요하다. 3등급은 옥상 가용가능

한 면적 전체 활용과 입면 일부에 태양광 모듈 적용이 필요하다. Ⓐ 블록은 남동측 입면 면

적의 가용가능한 면적 전체 활용과 남서측 가용가능한 입면 면적 중 3.5%, Ⓑ 블록은 남동

측 입면 면적 중 50.2%만큼 태양광 모듈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등급은 Ⓑ 블록

만 달성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옥상 및 남동측 입면 중 가용가능한 면적 전체 활용

과 남서측 입면 중 76.3%만큼 태양광 모듈 설치가 필요하다. 제로에너지건축물 1등급은 

Ⓐ 블록과 Ⓑ 블록 모두 달성이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옥상 및 입면의 가용가능한 면적

을 최대로 활용하였을 경우, Ⓐ 블록의 에너지자립률은 76.48%, Ⓑ 블록의 에너지자립률

은 83.61%로 분석되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등급별 세대 당 태양광 발전시스템 적용 용량을 산정한 결과는 Figure 5

와 같고,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대비 태양광 발전시스템 용량 평균 증가율은 4등급 

104.7%, 3등급 231.0%, 2등급 365.7%로 고등급의 제로에너지건축물 등급으로 갈수록 옥상 

설치에 비해 효율성이 낮은 입면에 설치하는 태양광 모듈 면적이 증가하여 증가율도 상승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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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Results of application of PV modules by target grade of zero energy building

Category
ZEB 5 ZEB 4 ZEB 3 ZEB 2

Ⓐ BL Ⓑ BL Ⓐ BL Ⓑ BL Ⓐ BL Ⓑ BL Ⓐ BL Ⓑ BL

Roof

Modules 

[pcs]*
982 961 2,062 1,917 2,105 2,502 - 2,502

Capacity 

[kWp]**
441.90 432.45 927.90 862.65 947.25 1,125.90 - 1,125.90

Area 

[㎡]***
2,195.88 2,148.92 4,610.90 4,286.66 4,707.05 5,594.80 - 5,594.80

Area 

Ratio****
46.7% 38.4% 98.0% 76.6% 100% 100% - 100%

Elevation

(South-east)

Modules 

[pcs]
- - - - 1,223 562 - 1,119

Capacity 

[kWp]
- - - - 550.35 252.90 - 503.55

Area [㎡] - - - - 2,734.79 1,256.71 - 2,502.23

Area ratio - - - - 99.9% 50.2% - 100%

Elevation

(South-west)

Modules 

[pcs]
- - - - 42 - - 854

Capacity 

[kWp]
- - - - 18.90 - - 384.30

Area [㎡] - - - - 93.92 - - 1,909.66

Area ratio - - - - 3.5% - - 76.3%

* Number of installation modules [pcs]

** Installation capacity [kWp]

*** Installation area [㎡]

**** Percentage of available area to installable area

Figure 5. Results of calculation of PV application capacity per household by zero energy building class

결 론

본 연구는 공동주택 2개 블록을 대상으로 일조 시뮬레이션과 에너지 시뮬레이션을 병행하

여 제로에너지건축물 등급별 태양광 발전시스템 적용 용량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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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공동주택 2개 블록은 동일한 패시브 및 액티브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으나 Ⓐ 블록이 

Ⓑ 블록에 비해 고층형태이다. 이에 따라 Ⓐ 블록이 저층부/고층부의 지역난방 열교환기 

분리로 배관길이 및 펌프동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1차 에너지소요량이 높게 산정되었다.

(2) 일조분석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옥상 및 입면에 적용가능한 태양광 발전시스

템 면적을 산정한 결과, 옥상은 주동 배치에 따라 54~73%, 평균 65%만큼 가용 가능한 것

으로 분석되었다. 입면은 남동의 경우 총 입면 면적 중 15%, 남서의 경우 20%만큼 가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급별 태양광 발전시스템 적용 결과, 해당 공동주택 단지는 층수

가 비교적 낮게 구성되어 있어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까지는 옥상 면적만으로 달성이 가

능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3등급부터 입면 면적을 필수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최대 달성가능한 등급으로 Ⓐ 블록은 3등급, Ⓑ 블록은 2등급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태양광 발전시스템 적용을 위한 일조 검토는 필수적이며 공동주택 주동 배치 계획 시, 설계 

단계부터 일조 검토가 병행되어 고려되어야 한다. 향후 연구로는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을 

추가 검토하여 최대 달성가능한 등급을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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