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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서  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1.1.1 연구배경

⦁ 최근 신축건축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치유도, 미니태양광 설치제도 등에 의해 2016년까

지 건축물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은 23,621개, 124.6MW1)이며, 매년 증가 추세에 있음

<그림 1.1> 서울시 태양광 설치시설(누계) <그림 1.2> 서울시 태양광 설치용량(누계) 

⦁ 서울시의 경우 건축물 연면적의 2%에 달하는 신축건축물의 태양광(열) 설치에 대해 기계적 설치용량만을 가지고 

공급비율을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 방식은 발전효율 및 설치위치, 방법을 고려하지 않은 방법으로 일부 건물

에서 비효율적으로 설치되는 문제발생이 예상됨

⦁ 단순 설치용량에 따른 공급비율 산정이 아닌 실제 설치위치, 설치각도, 장비효율에 따른 발전량을 산출하도록 

태양광(열) 설비의 설치기준을 고도화하여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고효율의 태양광(열)시설을 설치

하도록 개선 필요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물옥상 및 아파트 발코니 미니태양광에 활용할 수 있는 적정기술을 실증하고, 매뉴얼을 

작성하여 확대 보급에 활용코자 함 

⦁ 이를 통해 태양광 설비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기술과 제도를 개선하여 에너지 분산형 생산도시를 확산하고, 

녹색건축을 통한 에너지 생산 및 온실가스 배출 감소 등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고자 함

1.1.2 연구목적

⦁ 서울시의 녹색건축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에 증가하는 태양광(열) 시설이 신축건축물 설계단계부터 다양한 

환경에서 적합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설치기준 및 활용기술을 개발하고, 시민들에게 활성화 될 수 있는 인센티브 

발굴을 목적으로 함

1)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태양광 설치현황(2016.12.31.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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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건축물 태양에너지의 구분

⦁ 태양은 빛과 열을 발산하는 무한한 에너지원으로 건축물에서 태양광, 태양열, 자연채광 등의 형태로 다양하게 

사용됨

1.2.1 태양광 시스템 원리

⦁ 태양광발전 시스템 : 태양의 빛 에너지를 일상생활에 사용 가능한 전기로 변환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 장치로, 

태양전지, 전력변환장치, 부대장치로 구성됨

- 태양전지 : 햇빛을 받으면 광전효과에 의해 태양 에너지를 직류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

- 전력 변환장치 : 인버터 또는 PCS(Power Conditioning System)이라 하며, 직류 전기를 교류 전기로 변환하고, 

시스템 제어 및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장치

- 부대 장치 : 기초 및 지지대(구조물), 접속함, 축전지, 변압기, 피뢰기, 전선 등 기타 장치

<그림 1.3> 태양전지의 기본구조 및 원리 <그림 1.4> 태양광 발전시스템 구성 

1.2.2 태양광 시스템의 분류

 v 설치 및 운영방식 분류

① 설치 위치별

⦁ 건물의 특성 및 공간을 고려하여 태양광 설치 시 위치에 따라 입면, 옥상, 지반형 설치로 분류되며 설치의 제약

조건이 없는 지반 설치가 가장 효율이 좋으나 일반적으로 건축물에는 옥상설치형이 가장 많이 설치됨

- 입면 설치 : 태양광을 건축물의 디자인적 요소로 활용하여 시공

- 옥상 설치 : 옥상설비 공간을 제외한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지지대와 함께 시공

- 지반 설치 : 넓은 부지에 태양광을 설치함으로써 많은 용량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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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입면설치 옥상설치 지반설치

사례

장점 입면 디자인 활용 및 공간효율적
유휴공간(옥상면적) 활용 및 최상층 

차양역할
대규모 설치 가능

단점
일사 유입량 감소로 

발전효율 저하

제한적인 공간 및 인접건물 

일조ž조망권 침해 가능성
넓은 부지 혹은 공간 필요

효율

<표 1.1> 설치 위치에 따른 특성

② 부착 방식별

⦁ 기존 건축물 및 신축 건축물에 설치 가능한 건물부착형과 설계단계에서 계획 후 설치되는 건물일체형으로 분류되며, 

일반적으로 건물부착형이 건물일체형보다 효율이 좋고 많이 설치됨

- 건물부착형 : 건축물의 옥상, 발코니 등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방식

- 건물일체형 : 건축자재와 태양전지를 결합시켜 건축물의 외장재료로 사용하는 방식

구분 건물부착형(BAPV) 건물일체형(BIPV)

개념도

장점 모든 건물에 설치가능
별도의 설치부지 필요 無, 

PV를 외장재로 사용하여 시공비 절감

단점 태양광을 고정시킬 구조물 필요 고정형으로 태양 고도에 따른 대응 불가

효율

<표 1.2> 부착 방식에 따른 특성 

③ 구동 방식별

⦁ 고정형, 고정가변형, 추적형으로 분류되며 효율은 태양을 추적하여 최대의 발전하는 추적형과 계절에 따라 태양광의 

각도를 변경할수 있는 고정가변형이 효율이 좋으나 일반적으로 건축물에는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유지관리가 편한 

고정형을 많이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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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형 : 태양고도를 고려하여 경사각을 고정설치하는 방식

- 고정가변형 : 모듈 경사각도 변경이 가능하여 태양의 남중고도에 대응하여 발전효율을 증대시키는 방식

- 추적형 : 실시간으로 태양을 추적하여 발전시간을 늘려 발전량을 증대시키는 방식

구분 고정형 고정 가변형 추적형

개념도

장점
단가가 비교적 저렴, 

단위면적당 많은 용량 설치 가능

단축 이동으로 계절별 태양고도에 

대응하여 발전효율 증대
양축 이동으로 높은 발전효율

단점 태양고도에 대응 불가 고정형보다 안정성 낮음
고장 발생 빈도 높음

보수비용 높음

효율

<표 1.3> 구동 방식에 따른 특성 

④ 운영방식별

⦁ 운영 방법에 따라 계통 연계형, 독립형으로 분류되며, 공동주택이 많은 서울시에서는 계통 연계형을 주로 사용

- 계통연계형 : 전기에너지를 전력회사와 연계하여 운전하는 방식이며 역송전 가능 여부로 구분

- 독립형 :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축전설비를 함께 갖추어 사용하는 방식

구분
계통 연계형

독립형
역송전 가능 역송전 불가능

개념도

장점 전력회사에서 잉여전력 매입 가능 - 수용전력 소규모에 적합

단점 대용량 설치에 부적합(비용) 설비가격 높음, 유지보수비 높음

효율

<표 1.4> 운영방식에 따른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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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미니태양광의 분류

⦁ 베란다형 미니태양광도 햇빛 전지판으로 생산된 직류를 인버터를 통해 교류로 변환하여 전기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공동주택 및 주택의 베란다 난간 및 옥상에 설치 가능하도록 개발된 소규모 태양광 시스템임

⦁ 미니태양광은 서울시 보급지원 사업으로 설치량이 급증

개념도 시스템 모습

<표 1.5> 베란다형 미니태양광의 개념 

⦁ 구성 : 태양전지판, 마이크로인버터, 거치대, 계량기로 구성

태양전지판 마이크로인버터 거치대 계량기(유선)

50~300W 구성품 사용 직류-교류 변환 장치 베란다 고정 프레임 발전전력량 계측

<표 1.6> 베란다형 미니태양광의 구성 

① 지원방식별2)

⦁ 서울시 소재 건물에 태양광 설치 시 건물형, 주택형, 베란다형으로 구분하여 일정 용량의 태양광 설치 시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아파트가 많은 서울시에는 베란다형 보급이 많음

- 건물형 : 3kW를 초과하는 제품

- 주택형 : 계량기 연결형으로 1kW 이상 3kW이하의 제품

- 베란다형 : 콘센트 연결형으로 200W 이상 1kW 미만의 제품

2)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미니발전소 보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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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건물형 주택형 베란다형

사례

장점 공용부에 필요한 전기 생산가능 한 가구에 필요한 전기 생산가능
공동주택 베란다 공간 활용하여 

냉장고 한 대 수준의 전기 생산가능

단점 초기 투자비용 많음 자가 주택옥상만 활용가능 발전량 적음

효율

<표 1.7> 지원방식에 따른 특성 

② 시공방안별

⦁ 미니태양광의 설치위치별로 난간 상⋅하부, 고정방식으로 앵카볼트, 이동식으로 분류가능

- 난간 상·하부 거치형 : 미니태양광을 발코니 난간에 설치하며 위치에 따라 단점이 다른 방식

- 앵카볼트 및 기초 설치형 : 옥상 설치 시 태양광을 안정적으로 고정시키기 위한 방식

- 콘솔형 :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 주택 옥상에 설치하며, 설치와 이동이 용이한 방식

구 분 난간 상부 거치형 난간 하부 거치형 앵카볼트형 콘솔형(이동식)

사례

설치위치 베란다 상부 베란다 하부 130W~250W 130W~250W

장점 시공 간단, 보급용이 발전효율 최적 발전효율 최적

단점 조망권 방해 아래층 음영발생 누수발생 가능성 풍하중에 취약

효율

<표 1.8> 시공방안에 따른 특성 

⦁ 베란다형 미니태양광은 햇빛 전지판으로 생산된 직류를 인버터를 통해 교류로 변환하여 전기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공동주택 및 주택의 베란다 난간 및 옥상에 설치 가능하도록 개발된 소규모 태양광 시스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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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태양열 시스템 원리

⦁ 태양열 시스템3)이란 태양광선의 파동성질을 이용하여 태양열의 흡수·저장·열변환 등으로 건물의 냉·난방 및 급탕 

등에 활용하는 방법임

<그림 1.5> 태양열의 기본구조 및 원리 <그림 1.6> 태양열시스템 구성 

1.2.4 태양열 시스템의 분류

① 집열기 종류별

⦁ 태양열에너지의 집열 원리에 따라 평판, 진공관, CPC, PTC, 접시형 으로 구분

- 평판형 : 태양열 집열기의 형태가 평판형이며, 투과체, 흡수판, 열매체관 단열재로 구성되어 일사광선이 투과체를 

통해서 흡수판에 도달되면 흡수판에서 태양복사광선을 흡수해서 열에너지로 변환하여 열에너지를 이용하는 설비

(대류와 전도열손실이 높음)

- 진공관형 : 투과제 내부를 진공으로 만들어 그 내부에 흡수판을 위치시킨 집열기로 진공관의 형태에 따라 

단일진공관과 2중진공관으로 구분

- CPC형 : 포물선 형태의 반사판과 그 가운데 집열부 등으로 구성되어 일사광선을 태양추적없이 직달 및 산란

일사 모두 집광 가능한 집열기

(Compound Parabolic Concentrator)

- PTC형 : 포물선형상의 반사판이 있고 가운데 흡수판의 역할을 하는 집열관이 있어 200~250℃ 정도의 온도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집열기(Parabolic Through Concentrator)

- 접시형 : 일사광선이 한 점에 집광이 되도록 접시모양의 반사판이 있는 집열기 

3) 신⋅재생에너지 백서, 한국에너지공단,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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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집열기 온도별

⦁ 태양열에너지의 집열 후 활용 가능한 온도에 따라 집열기가 구분되며, 건축물에는 주로 저온용 또는 중·저온용이 

사용됨

구분 저온용 중ž저온용 중온용 고온용

개념도

집열기 평판형 집열기
진공관형 집열기

CPC형 집열기
PTC형 집열기 접시형 집열기

활용온도 90℃ 이하 150℃ 이하 300℃ 이하 300℃ 이상

<표 1.9> 집열기의 온도별 특성

③ 이용방식별

⦁ 태양열의 활용 방식에 따라 급탕형과 냉·난방형 시스템으로 구분

- 급탕형 태양열 시스템 : 건물에서 주로 사용되며, 태양열을 집열하여 급탕으로 이용하는 시스템

- 냉·난방형 태양열 시스템 : 태양열을 집열하고, 히트펌프를 추가하여 냉·난방 급탕을 동시에 이용하는 시스템

구분 급탕형 태양열 시스템4) 냉 난방형 태양열 시스템5)

개념도

 

사진

G구청 J사옥

장점 온수 및 급탕에 이용 가능 겨울철 난방, 여름철 냉방에 이용

단점 초기투자비용 발생 히트펌프 작동으로 에너지 비용 추가

<표 1.10> 이용방식별 특성

4) 신⋅재생에너지 백서, 한국에너지공단, 2014
5) 강남태양열, www.knso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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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자연채광시스템 원리

⦁ 자연채광6)

- 외부 자연광을 이용하여 실내의 밝기를 조절하는 장치

⦁ 구성

- 자연광을 받아들이는 집광부(수광부), 실내로 빛을 전달하는 광전송부, 실내의 효율적인 조명을 위한 산광부로 구성

<그림 1.7> 자연채광시스템 구성 및 원리 
<그림 1.8> 지하주차장 자연채광 

1.2.6 자연채광의 분류

① 집광원리별

⦁ 빛을 한 곳에 모으기 위한 방법으로 반사, 굴절, 투과의 특성을 고려한 방식으로 분류되며, 일반적인 건물에서는 

창문을 투과하는 형태의 집광을 가장 많이 사용

- 투과형 : 빛이 투명한 유리를 통과하여 실내의 밝기를 결정하는 원리

- 반사형 : 반사성 재료를 이용하여 빛의 입사각과 반사각을 이용한 원리

- 굴절형 : 프리즘과 같은 재료의 성질을 이용하여 빛을 굴절시키는 원리

구분 투과형 반사형 굴절형

사례

장점 긴시간 주광 도입 가능 공간의 제약 없이 설치 가능 주광을 넓게 분포 가능

단점 광전송거리가 짧음 조명의 균일도 낮음 태양 고도와 위치 변화에 취약

종류 일반창
반사거울, 광선반, 유도반사체, 

블라인드형, 루버형
렌즈, 프레넬렌즈, 프리즘패널

<표 1.11> 집광원리에 따른 특성

6) 건축적 적용을 위한 자연채광시스템의 유형별특성에 관한 연구, 송혜영,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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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작동방법별

⦁ 빛을 집광하는데 있어 센서를 이용한 태양 위치 추적과 단순히 안정된 구조로 고정시키는 방식으로 분류되며, 건물

에서는 비용 및 유지관리가 수월한 고정식을 주로 사용

- 태양 추적식 : 광센서를 이용하여 태양위치를 계산하여 장시간 빛을 집광하는 방법

- 고정식 : 태양위치와는 상관없이 안정된 구조로 빛을 집광하는 방법

구분 태양 추적식 고정식

사례

장점 고정식에 비해 효율 우수
시스템이 간단하고 유지보수가 용이

직사광 및 산란광에 적용 가능

단점 전력 소모, 유지관리의 어려움 태양고도에 따라 집광량 변화

<표 1.12> 작동방법에 따른 특성

③ 전송방법별

⦁ 빛을 고립된 공간에 자연광을 도입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반사장치를 활용하는 방법과, 덕트, 케이블 등을 이용하여 

건물 내부로 자연광을 보내는 방식 사용

- 공간 전송 방식 : 반사율이 높은 거울 등을 이용하여 빛을 전송함으로 구조가 간단한 특징을 갖는 방식

- 광덕트에 의한 전송 방식 : 근거리나 지하와 같은 공간으로 빛을 전달하는 방식 

- 광섬유에 의한 전송 방식 : 굴절이 여러번 발생해도 양질의 빛을 전송할 수 있는 방식

구분 공간 전송 방식 광덕트에 의한 전송 방식 광섬유에 의한 전송 방식

사례

장점
평균 조도가 높음, 

설치비 저렴

한 장소에 많은 양의 빛 출력,

흐린 날에도 자연채광 가능
장거리 전송에 유리

단점 조도의 균일성 낮음 설치가능 위치 제약 재질에 따라 효율 감소

<표 1.13> 전송방식에 따른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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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국내⋅외 도시별 태양광 설치기준 및 정책 현황

2.1 국내⋅외 도시별 태양광 여건(기후현황)

⦁ 태양광에 중요한 기후인자인 위도, 일조량, 평균 온·습도, 도시 밀도 등이 서울과 유사한 도시 선정(10개 – 세종, 

경기도, 대구, 인천, 동경, 싱가포르, 베를린, 뉴욕, 로스엔젤러스, 필라델피아) 선정

⦁ 도시별 기후인자 및 도시 밀도 등을 비교해본 결과 미국의 뉴욕과 일본의 동경이 서울과 가장 유사한 기후 및 

도시환경을 갖고 있음

<그림 2.1> 서울과 유사한 기후인자를 가진 도시별 위치

도시별
기후7)8)9)10) 도시

위도(˚) 년 평균 일조량(hr) 평균온도(℃) 평균습도(%) 면적(k㎡) 인구 밀도(명/k㎡)

서울 37.5 2107.8 12.5   64.4   605.3 10,010,000 16537.3 

세종* 37.2 2296.3 12.5 67.7 465.2 230,327 495.1  

경기도** 37.4 2162.8 12.0 69.6 10171.0 12,340,000 1213.3  

대구 35.8 2337.3 14.1 61.6 883.6 2,467,000   2792.0  

인천 37.4 2314.9 12.1 68.6 1029.4 2,978,367   2893.3  

동경 35.6 1811.4 16.4  63.7  2188.0 13,620,000 6224.9  

싱가포르 1.3 2022.4 27.6  80.0  719.1 5,399,000   7508.0  

베를린 52.5 1624.9 9.6  80.8  891.9 3,502,000   3926.4  

뉴욕 40.7 2534.7 13.3  73.9  789.0 8,491,079   10761.8  

로스엔젤러스 34 3254.2 17.5  78.6  1302.0 3,928,864 3017.6  

필라델피아 39.9 2498.4 13.4  75.5  367.0 1,560,297   4251.5  

*세종시 : 인근 청주데이터 참조, **경기도 : 수원데이터 참조

<표 2.1> 도시별 기후 및 도시정보

7) 국내 기후데이터국내 평년값 자료), 기상청, 1981~2010
8) 국외 일조량데이터,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1961~1990
9) 국외 평균온도데이터, World Data Center for Meteorology, Asheville, 1991~2000
10) 국외 평균습도데이터,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1961~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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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국내⋅외 도시별 태양광 설치 기준 현황

2.2.1 국내·외 도시별 기준 총괄표

⦁(태양광 관련 기준) 서울과 유사한 조건을 갖는 도시별(10개소) 태양광 설치 기준 비교 결과, 신재생 설치 비율은 

서울시가 연도별 비율과 공공·민간 의무화로 우수

è 태양광 허가절차는 발전설비에 한해서만 실시하여 국외의 허가절차 적용대상 및 세부내용 참고 필요

è 태양광 설치가이드는 동경시와 뉴욕, 필라델피아주가 소방, 가시성 등 조건을 갖추고 있어 서울시 적용방안 강구 필요

도시별
태양광 관련기준

신재생 설치비율 허가절차유무 설치가이드

국내

서울 ¡ △ ¡

세종 △ △ ✕
경기도 ¡ △ ✕
대구 △ △ ✕
인천 △ △ ✕

국외

동경 ✕ ¡ ¡

싱가포르 △ ✕ ✕
베를린 ✕ ✕ ✕
뉴욕 △ ¡ ¡

로스엔젤러스 △ ¡ ✕
필라델피아 ✕ ¡ ¡

¡ : 모두 실행, △ : 일부 실행, X : 실행 안함

<표 2.2> 국내·외 도시별 태양광 설치 기준 현황

⦁ (신재생 설치 의무여부) 국내·외 도시별 신재생 설치비율의 의무 여부를 비교해보면 서울시와 경기도는 공공·민간 

신축 건물에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의무화하여 확산 중이며, 주로 공공은 의무화하지만, 민간은 권장하는 수준

도시별 공공·민간 의무 공공 의무, 민간 권장 공공·민간 권장 폐지, 부재

국내

서울 ✔ - - -

세종 - ✔ - -

경기도 ✔ - - -

대구 - ✔ - -

인천 - ✔ - -

국외

동경 - - - ✔(폐지)

싱가포르 - - ✔ -

베를린 - - ✔ -

뉴욕 - ✔ - -

로스엔젤러스 - ✔ - -

필라델피아 - - - ✔(부재)

<표 2.3> 국내·외 도시별 신재생설치비율 의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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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요소 비교) 국내의 태양광 허가기준은 국외와 달리 발전사업에 한해서만 실시 중이며, 요구도서도 전기설비 

내용을 포함한 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행정상 도서 제출

è 설치 된 태양광에 대해 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설치각도, 방위각, 음영요소, 모듈온도 저감 대책 등 검토 필요

도시별 허가절차
요구사항

(조건)

국내

서울
 1) 허가신청

 2) 사업허가 취득

 3) 공사계획신고

 4) 사업개시신고

전기판매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발전사업자

(태양광 건축물 설치 시 부재)

세종

경기도

대구

인천

국외

동경 유사 설치 위치에 따른 법령 준수

싱가포르 X X

베를린 X 크기 제한

뉴욕 + 석면조사 실시 열손실 방지(지붕천공 금지)

로스엔젤러스 유사 계통연계 설치

필라델피아 유사 설치 업체의 집수리, 태양광, 전기계약 등 자격증

<표 2.4> 도시별 허가요소 비교

종류
세부내용

행정 기술(도면 및 증빙자료) 현장

국내

서울 ⦁사업계획서
⦁예상사업손익산출서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개요서 
⦁발전원가명세서
⦁신용평가의견서 
⦁재원조달계획서

⦁사업구역의 경계를 명시한 지형도 
⦁송전관계일람도

-

세종

경기도

대구

인천

국외

동경
⦁공사계획신고서
⦁보안규정신고서
⦁사용전 안전관리 심사신청서

⦁위치, 패널 배치, 설치 개요가 
명시된 평면도 및 단면도
⦁배선 계통도

-

싱가포르 요구도서 부재
베를린 요구도서 부재

뉴욕

⦁허가신청서
⦁비용선서서
⦁세금 경감신청서
⦁전기 신청서
⦁소방신청서

⦁건축도서 및 전기계통도
⦁제품 사양서
⦁석면경감보고서
⦁기술보고서(구조적 안정성, 화재 
방지, 에너지)

⦁현장사진
(사업 전·후-날짜표기)

로스엔젤러스 ⦁사업계획서

⦁건물 경계와의 거리, 패널 배치, 
지붕계획 단면도
⦁모든 패널의 접근통로, 및 전기 차단 
수단이 작성된 도면
⦁제품사양서

-

필라델피아 ⦁허가신청서
⦁태양광 설치를 위한 기계 단면도
⦁구조계산서(고정, 활, 집중, 풍, 하중)

-

<표 2.5> 요구도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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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설치 기준) 건축물 태양광의 세부설치 기준을 비교 결과 뉴욕은 옥상 장애물에 따른 높이제한 분류, 동경은 

소방 관련하여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음

도시별 최대높이 이격거리 설치각도 설치면적 안전 가시성 소방

국내

서울
3m

(디자인 활용시 5m)
평 : 0.3m
경 : 0.2m

평 : 36°이내
경 : 평행

옥상바닥면적
70% 이내

구조검토 X X

세종

설치기준 부재

경기도

대구

인천

국외

동경
고도지구별 높이 

최고한도
X X

소방활동로
제외

구조검토 X
소방활동로

확보

싱가포르 X X 3~15° X 구조검토 X 피뢰침 설치

베를린 3m X X X X X X

뉴욕
지붕형태에 따라 

1.8m~4.5m
X

경사 > 20°
조절 가능

제한없음
(1.2m 초과 시 
지붕면적25%)

구조검토 도로사선제한 X

로스엔젤러스
건축물 최대 높이

초과 금지
X X X X X

패널 화재등급 
확보

필라델피아 1.8m X 설치 시 결정 제한 없음 구조검토 차양과 가시성 X

<표 2.6> 도시별 세부 설치 기준 비교

 

2.2.2 국내·외 도시별 기준 세부 내용

v 서울시

1) 설치비율

⦁ 건물 규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치 비율을 차등 적용중이며, 설치 비율을 해마다 늘리는 추세로 공공건축물과 

민간건축물(주거, 비주거 포함)까지 의무 비율을 보완·강화 중

⦁ 2020년까지 BAU 대비 건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26.9% 감축과 2023년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향한 연차별 

에너지 수요 감축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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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적용대상

⦁ 녹색건축물 설계기준과 녹색건축물 조성 건설기술심의 가이드라인에 적용되는 건축물

구분 적용대상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가, 나, 다 ž 30세대 이상, 연면적 3,000㎡ 이상

녹색건축물 조성 

건설기술심의 가이드라인

ž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공공기관 건축물 중에서 연면적 1,000㎡ 이상의 신축, 증축, 리모델링, 

개보수 건축물

<표 2.7> 서울시 적용대상

②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율

⦁ 서울시에서는 공공건축물 외에도 민간건축물(신축건물)의 신재생에너지 의무 설치가 운영 중

⦁ 설치비율은 용도와 규모에 따라 다르며, 건축 허가 연도가 늦어질수록 비율이 높아지는 구조 

구분 대상 설치비율(%)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해당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공공건축물 15 18 21 24 27 30 - -

민간
주거 2 3 4 5 6 7 8 9

비주거 7 7 9 9 11 11 11 11
*녹색건축물 조성 건설기술심의 가이드라인 항목은 녹색건축물 설계기준과 동일하여 제외

<표 2.8>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율

구분
규모별 기준산정

주거용 비주거용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100

예상 에너지사용량

가 연도별기준 연도별기준

나 연도별기준 –0.5% 연도별기준 –1.0%

다 연도별기준 –1.0% 연도별기준 –2.0%

라 자율 자율

<표 2.9> 건물 규모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율 차등 적용

③ 관련근거

⦁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2016.3.1. 시행

⦁ 녹색건축물 조성 건설심의 가이드라인, 2014.7

2) 허가기준

⦁ 국내에서는 발전사업에 한해서 허가를 실시하며, 설치 용량 3,000kW를 기준으로 허가권자가 산업통상자원부와 

시장으로 구분되며, 지자체 모두 허가절차, 요구사항, 요구도서 등이 동일함

⦁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 설비를 건축설비로 간주(국토부)하여 별도의 허가 및 축조 신고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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è 태양광의 허가 및 검토 절차 부재로 옥상면적을 초과한 설치, 조망권 저해 등의 문제 발생으로 건축물에 설치되는 

태양광에 대해서도 허가절차 필요

① 허가 절차

⦁ 발전용의 경우에만 산업통상자원부 및 자치 시 도지사로부터 허가

⦁ 태양광은 공작물에 해당되며, 무게 30ton, 부피 30㎥, 수평투영면적 30㎡이하인 경우에는 신고

구분 세부 내용

1 발전사업 허가 신청
ž 3,000kW초과 시 산업통상자원부 제출

ž 3,000kW이하 시 시 도지사에 제출

2
신청서 검토 심사 및 

관련기관 의견조회

ž 결격사유 조회: 전국 각 광역시 도

ž 관련기관(관할구청) 의견조회
도시계획과 ž 도시계획관련 법령 저촉여부

건축과 ž 건축법 관련 저촉여부

공원녹지과 ž 개발제한구역 관련법 저촉여부

한국전력거래소 ž 전력수급 및 계통, 사업수행의 적정 여부

한국전력공사 ž 계통연계 및 책임분계점 등 기타 발전설비 관련사항

3
개발행위 등 다른법령에 

따른 인허가사항 이행

도시계획과 ž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준하여 개발행위허가

건축과 ž 서울시 건축조례 제44조에 준하여 공작물 축조신고

4 사업허가 취득 ž 허가처리 확인 및 등록면허세 납부확인 후 허가증 발급

5 공사계획 신고 ž 전기사업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준하여 신고

6 사용전 검사 ž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사용전 검사 승인

7 확인 ž 발전전력수급계약서(한국전력) 또는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 확인(에너지관리공단)

8 사업개시 신고 ž 전기사업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준하여 신고

<표 2.10> 국내 태양광 허가절차 

② 허가 요구사항

⦁ 전기사업법에서 뜻하는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전력 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

으로 하는 발전사업자

③ 허가 요구도서

⦁ 발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와 구비서류 제출이 필요함

⦁ 전기사업법에 따라 설치용량별 구비서류의 요구도서가 상이함

- 3,000kW 초과 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허가 : 아래 모든 사항 포함

- 200kW 초과 3,000kW 미만 시 자치 시 도지사에서 허가 : 기술능력, 계획수행능력, 그 외

- 200kW 미만 시 자치 시 도지사에서 허가 : 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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è 발전사업은 전기사업법에 관련된 요구도서만 필요로 하며, 건축물에 설치 되는 경우에는 건축 및 소방 관련 

도서를 요구

구분 세부 내용

사업계획서
구비서류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전기사업허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

재무능력 ž 신청자에 대한 신용평가, 재원조달계획 관련 증빙서류

기술능력 ž 전기설비 건설 및 운영 계획 관련 증빙서류

계획수행능력

ž 건설예정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 한국전력공사의 의견서, 송전관계 일람도
ž 부ž지의 확보 및 배치 계획 관련 증빙서류, 연료 및 용수 확보 계획 관련 증빙서류
ž 신청자의 이력 및 운영 실적
ž 사업 개시 예정일부터 5년 동안의 연도별 예상사업손익산출서

그 외
ž 사업구역의 경계를 명시한 5만분의 1 지형도
ž 특정한 공급구역의 위치 및 경계를 명시한 5만분의 1 지형도
ž 발전원가명세서

<표 2.11> 서울시 태양광 요구도서

구분 세부 내용

사업계획 개요
ž 사업자명, 전기설비의 명칭 및 위치, 발전형식 및 연료, 설비용량, 소요부지면적
ž 준비기간, 사업개시 예정일 및 운영기간

전기설비

개요
ž 구체적인 주요공정 추진 일정 및 건설인력 관련 계획을 포함한 전기설비 건설 계획
ž 기술인력의 확보 계획을 포함한 전기설비 운영 계획

태양광 세부 항목
ž 태양전지의 종류, 정격용량, 정격전압 및 정격출력
ž 인버터의 종류, 입력전압, 출력전압 및 정격출력
ž 집광판의 면적

송전 변전설비
ž 변전소의 명칭 및 위치, 변압기의 종류, 용량, 전압, 대수
ž 송전선로의 명칭 구간 및 송전 용량, 개폐소의 위치
ž 송전선의 종류, 길이, 회선 수 및 굵기의 1회선당 조수

<표 2.12> 사업계획서 포함내용

④ 관련근거

⦁ 전기사업법 제2장, 제7조(2016.1.27.)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 5, 7조(2017.1.16.)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4장 제20호(2016.9.29.)

3) 설치기준

⦁ 서울시는 지붕유형에 따라 태양광의 설치 가이드라인을 구분하여 제시

è 태양광 설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존재하지만 실제로 동작하지 않으며, 단순한 수치가 아닌 음영문제를 포함한 

가이드라인 필요

① 적용대상

⦁ 건축물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대상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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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주택태양광 지원 사업시설

⦁ 서울시 산하 공공건축물 태양광시설

 

② 지붕 유형별 세부 설치가이드라인 제시

⦁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따라 디자인과 친환경적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 중에 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실정

종류 세부내용

평지붕

최대높이 ž 옥상바닥면에서 3m 이하(단, 옥탑 위 설치 시 옥탑바닥면에서 2m 이하) 

바닥면 이격거리 ž 30cm 이상

경사각 ž 36°이내 (50m 이상 45°까지 가능)

공간 활용 디자인 ž 최대 5m 허용 (건물대비 1/3 이하)

공업·준공업지역 ž 높이 30% 완화 (태양광모듈 최대높이 3.9m) 

경계면 돌출 ž 돌출하지 않음

안전 공간 ž 모듈 경사면 아래쪽 면에서 50cm 이상 이격, 기타 3면에서 30cm 이상 이격

설치면적 ž 옥상바닥 면적의 70% 이내

개념도

최대높이 공간활용 시

경사지붕

지붕상단 공간이격 ž 태양광모듈 하단과 지붕면 사이 20cm 이내

경사각 ž 지붕면과 평행 (오차범위 5°)

경계면 돌출 ž 지붕경계면 이내로 설치

설치면적 ž 지붕경계면을 제외하고 100% 이내

개념도

<표 2.13> 서울시 설치 태양광 설치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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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공통사항(모든설치유형)

시공 기준 신재생에너지 원별시공기준 준용(태양광설비/에너지관리공단) 

일조권 확보 
북측 경계선으로부터 태양광모듈 높이의 1/3 이상 내측으로 이격

또는 건축법 시행령 86조, 119조 준용

구조물 

안전 확보 
구조물 설치 3㎾ 초과 기존 건축물은 태양광구조물에 대한 구조전문가의 구조안전 확인서 필요

개념도

<표 2.14> 공통사항

분할설치 3층 미만 3층 이상

<표 2.15> 모범설치예시

디자인 활용예시

<표 2.16> 디자인 활용 예시

③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6-2471호(건축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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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세종시

1) 설치비율

⦁ 세종시는 세계적인 친환경에너지 특화도시로 만들기 위해 건물 용도별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율을 다르게 도입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도입 가이드라인을 지키며, 공동주택 및 상가시설의 신재생에너지 도입 기준을 강화

① 적용대상

- 세종시 신재생에너지 도입 가이드라인에 적용되는 건축물

구분 적용대상

세종시 신재생에너지 

도입 가이드라인

세종시 예정지역 내 건설되는 모든 건축물

상기시설 중 공공시설은 도입 의무, 민간시설은 권장

<표 2.17> 세종시 적용대상

②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율

⦁ 서울시와 유사하게 건축물에서 연간 사용이 예측되는 총에너지량 중 그 일부를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생산

한 에너지로 공급하는 비율을 사용

⦁ 세종시는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등에 관한 기준의 예상에너지사용량 산식 중 건축 연면적을 토지이용계획을 활용

하여 도입비율 산정

구  분 설치비율(%) 구  분 설치비율(%) 구  분 설치비율(%)

단독주택 3.8 문화시설 9.5 공영차고지 9.7 

공동주택 2.5 의료시설 2.7 농산물도매시장 4.1 

상업업무 2.0 체육시설 27.0 운전면허시험장 4.1 

유통시설 16.5 기업연수시설 2.4 종교시설 4.1 

첨단산업업무 1.4 노인휴양시설 8.6 주 유 소 4.9 

공공기관* 24 청소년수련시설 8.4 복합기반시설 9.5 

교육시설 12.2 농업기술센터 3.2 상하수도시설 7.0 

복지시설 6.5 환승터미널 5.1 폐기물집하장 3.8 
* 단, 공공기관의 신축, 개축, 증축 등의 경우는, 공공기관 신재생공급비율에 따라 17년(24%), 18년(27%),19년(30%)로 순차적 적용

<표 2.18> 세종시 신재생에너지 도입비율

③ 관련근거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건축심의 가이드라인, 2016.03. 시행

⦁ 공동주택   상가시설 신재생에너지 도입 기준 강화11)

11) 공동주택 상가시설 신재생에너지 도입 기준 강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고 16-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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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경기도

⦁ 경기도는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는 건축물의 면적별로 세분화하여 신재생에너지 설치 비율을 다르게 도입하

고 있으며, 친환경,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분야로 구성하여 제도와 정책을 규모별로 차등 적용 시행

(17.09.01 시행)

① 적용대상

⦁ 건축물 규모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대상과 사업계획 승인대상 공동주택을 4개군으로 분류하여 차등 적용

구분 세부내용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

- 연면적 합계가 500㎡ 이상인 건축물, 단독주택, 동식물원, 냉난방시설이 없는 건축물 등 

제외(「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14조)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대상 

공동주택
-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50세대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 등(「주택법」 제 15조)

<표 2.19> 경기도 적용대상 - 1

구분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사업계획 승인대상 공동주택

경기도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 이거나 30층 이상인 건축물

 - 연면적 합계 10,000㎡ 이상 건축물 -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 연면적 합계 3,000㎡ 이상 건축물, -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

 - 연면적 합계 3,000㎡ 미만인 건축물

<표 2.20> 경기도 적용대상 - 2

②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율

⦁ 예상에너지 사용량을 사용하고, 서울시와는 다르게 녹색건축인증에 따로 설비용량 기준의 평가방법 사용

⦁ 건물규모 ~ 급은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율 1% 이상 권장

- 신재생에너지시설의 설치비율 = 신재생에너지(난방 + 냉방 + 전기 + 급탕) / 전체 설비용량(난방+냉방+전기+

급탕)의 합 X 100으로 계산

③ 관련근거

⦁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 2017.9.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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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대구시

⦁ 대구시는 태양에너지를 비롯한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활용하여 에너지의 효율성을 높이는 환경친화적 도시인 

솔라시티의 실현을 위해 슬로건 운영 중

⦁ 대구시는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수급하기 위한 기본원칙으로 관련 시책을 추진 중

- 솔라시티 실현

-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생산 및 이용 촉진

-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도시 건설을 위한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 산업·환경·교통 및 건축 등 에너지 관련 분야에 대한 통합적 고려

-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 에너지 관련 홍보와 시민 참여

① 적용대상

⦁ 건축법이 정하는 건축물(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②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율

⦁ 정해진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율이 없으며, 건축주에게 허가단계부터 태양열 및 태양광 설비 등 신재생에너지를 권장

⦁ 신재생 에너지 설치비율 대신 에너지 활용을 위한 부문별 시책 추진

- 공공부문

해당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이후

공급의무 

비율(%)
10 11 12 15 18 21 24 27 30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표 2.21> 대구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선도하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 마련

∎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시책 적극 권장

- 건축부문 

∎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에너지 절약계획서의 제출 등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조치

∎ 허가권자는 건축주에게 허가단계부터 신·재생에너지 설비, 그린빌딩(친환경건축물)을 권장

③ 관련근거

⦁ 대구광역시 솔라시티 조례 제12조, 제21조, 제24조, 2016.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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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인천시

⦁ 인천시는 건물 용도별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총건축비의 일정부분을 신재생에너지에 사용

⦁ 에너지 절약형 건물 인증, 에너지성능지표(EPI) 강화, 에너지 절약 및 이용효율 향상, 예산절감 방향으로 추진

① 적용대상

- 공공부문 : 공공기관이 인천시에 건설하는 건축물(증축, 리모델링 등을 포함)

- 민간부문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 2조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으로 건축심의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구분 용도 규모

1 업무·연구·판매 등 연면적 3,000㎡ 이상

2 병원·숙박시설 등 연면적 2,000㎡ 이상

3 목욕장·수영장 등 연면적 500㎡ 이상

4 문화 및 집회 등 연면적 10,000㎡ 이상

5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표 2.22> 인천시 적용대상

②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율

⦁ 공공·민간 부문으로 분류하여 설치비율 적용

- 공공 부문 : 총 건축비의 5% 이상 설치

- 민간 부문 : 공동주택은 총 건축비의 1% 이상, 기타 건축물은 총 건축비의 3% 이상 설치

⦁ 가이드라인 중 권장사항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사용

-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사용, 1등급 제품이 없는 경우 차상위 등급 제품 사용

- KS 인증 제품 설치

- 태양광 조명설치

- 백열전구 및 할로겐램프 설치를 배제하고 모두 LED 조명으로 설치

③ 관련규정

⦁ 친환경⋅저에너지 설계 가이드라인 개정(2012.2.6.)



건축 태양광(열) 설치기준 및 효율중대 방안 개발용역

47

   v 동경시

1) 설치비율

⦁ 일본은 2003년부터 RPS를 시행해왔으나 효과가 미비하다는 평가(제도 개시부터 7년이 경과한 2010년의 시점에서도 

RPS제도에 의한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총 발전량의 1%에 불과)를 받고 폐지

2) 허가기준

⦁ 일반 주택·소규모사업장 등에 설치하는 저압배전선과 연계 또는 출력 50kW미만의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일반

전기공작물로 분류

⦁ 일반전기 공작물 설치 시에도 기획단계부터 경제성검토 후 설치

è 태양광의 보급에 초점이 맞춰져 비효율적인 설치도 발생하여 설치단계부터 태양광의 발전 효율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① 허가절차12)

구분 세부 내용

1

기획

ㆍ

계획 

단계

도입 전 

개요검토

ž 설치목적의 명확화 

ž 설치후보지의 검토ㆍ환경파악

ž 대략의 비용 견적

ž 견적 의뢰

입안

ㆍ

기획

ž 초기 설계 실시

ž 경제성 검토

ž 관련 법령의 확인ㆍ대응준비

ž 계통연계 사전상담, 접속 검토 및 접속 계약 신청

ž 설비인증신청

ž 공사 측면 및 유지관리 측면에서의 유의사항의 확인 및 조정

2

설계

ㆍ

시공 

단계

설계

ž 공사계획신고서 제출

ž 공사계약

ž 시공관리

시공
ž 사용 전 자체검사

ž 사용 전 안전관리 심사

3 운용단계 유지관리
ž 운전관리ㆍ점검

ž 환경 계몽 활동

<표 2.23> 동경시 태양광 허가절차

12) 경제산업성(2013), 太陽光発電フィールドテスト事業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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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허가 요구사항13)

⦁ 태양광의 설치 위치(토지, 건물, 농지 등)와 설치용량 등에 따라 요구사항 및 허가 내용이 상이함

구분 세부 내용

전기사업법

ž 일반용전기공작물, 가정용전기공작물로서, 전기설비의 기술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관련절차(필요에 따

라 공사계획, 보안 규정 등)가 필요

ž 전기설비의 기술기준(보안규정, 2,000kW이상 전기기술자 선출)에 적합할 것을 요구

ž 분류에 맞는 취급 및 수속절차 준수

한 설치자당 전력용량

계통연계의 구분 전기공작물의 종류태양광발전시스템 

출력용량

수전전력의 용량

(계약전력)

50kW 미만
50kW 미만 저압배전선과 연계 일반용전기공작물

2,000kW 미만

고압배전선과 연계 가정용전기공작물
50kW 이상

50kW 미만

2,000kW 미만

50kW 이상 2,000kW 이상 특별고압선과 연계 가정용전기공작물

ž 공사계획 à 사용전 안전관리 심사 à 보안규정 검토 à 전기책임기술자 선출

전기사업자에 따른 

재생가능에너지 

전기조달에 관한 

특별조치법

ž 고정가격매입제도에 따라 매전하기 위해서는 연결계약을 신청하여 전력 회사에 접수하여야 하며, 경

제산업성 장관의 설비 인증이 필요

건축기준법

ž BIPV의 경우, 구조 내력, 방화 가능성에 대한 기준을 준수

구분 세부사항(건축기준법)

태양광설비 하부공간을 

실내 용도14)로 사용
ž 건축기준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건축물에 해당

태양광설비 하부공간을 

실내 용도로 미사용

ž 건축기준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공작물에 해당(4m 초과)

ž 건축기준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공작물에 해당(4m이하)

농지법 ž 농지에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설치하는 경우, 농지법에 의한 전용 허가 등이 필요

토양오염대책법 ž 3,000㎡이상의 토지형질변경의 경우, 사전신고 및 토양오염 상황의 조사가 필요

항공법 ž 공항주변의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 제한 표면 이하에 설치하거나 패널의 반사를 고려

도시계획법 ž 도시계획구역에서 건축물 등과 함께 설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수장의 허가가 필요

산림법 ž 산림계획대상사유지의 개발의 경우, 시도지사 등의 허가가 필요

<표 2.24> 동경시 허가 요구사항

13)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 웹사이트,
    http://www.enecho.meti.go.jp/category/saving_and_new/ohisama_power/info/kanren.html
14) 실내 용도 : 주거, 집무, 작업, 집회, 오락, 물품의 진열 보관 및 기타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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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허가 요구도서

구분 세부 내용

구조도
ž 발전설비의 연결상태, 배치 관계 등의 구조를 나타내는 평면도 및 단면도

  - 위치도, 평면도, 패널배치도, 설치개요도

배선도

ž 발전기에서 거래용 전력량계를 통해 계통선까지의 배선 상태를 나타내는 도면

  - 배선도에서 전력량계를 지시선으로 표시하고. ‘계량법 상의 사용제한을 충족하는 

전력량계를 설치함’을 증명

  - 계통선에 연결하는 발전기가 여러개 있는 경우 모든 발전기가 기재되어있는 도면

<표 2.25> 동경시 태양광 요구도서 

3) 설치기준

⦁ 전력부족의 대안으로 떠오른 태양광의 설치가 증가하면서, 안전과 연계하여 설치가이드라인 제시

① 적용대상

⦁ 건축물 옥상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경우

② 도시계획법

⦁ 고도지구별 건축물 높이 최고한도를 규제하고 있으며, 태양광 상단 높이가 고도지구의 건축물 높이 최고 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고도지구의 종류(용도지역) 고도지구의 제한내용(건축물 높이 최고 한도)

제1종고도지구

(제1종중고층주거전용)
12m

제2종고도지구

(제1종중고층주거전용, 제1,2종주거, 준주거, 근린산업, 준공업)
15m

제3종고도지구

(근린산업)
20m

제4종고도지구

(산업)
31m

제5종고도지구

(공업, 공업전용)
특정공업계용도건축물* : 31m, 그 외 15m

<표 2.26> 고도지구별 건축물 높이 제한

⦁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 등 건축 설비는 건축물의 높이로 산입되어 도시계획법에 의한 고도지구의 

건축물 높이제한에 부응해야하며, 동지각 31°를 기준으로 인접대지 경계 밖으로 일영이 증가하지 않으면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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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내용

태양광 시스템

설치가능

태양광 시스템

설치불가능

<표 2.27> 고도지구 높이제한 완화조건

③ 건축기준법

⦁ 기존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할 경우, 허가는 필요하지 않지만 건축기준법의 일영제한 및 사선제한 적용

구분 건축물 높이 산정 일영제한 경사제한

예시

그림

세부내용 태양광 높이까지 건축물 높이로 판단 높이 10m 초과 시 건축과 문의 도로사선 초과 시 건축과 문의

<표 2.28> 일영제한 및 사선제한

⦁ 일조권 확보를 위해 용도별 도로사선을 제한하고 있으며, 준공업지역보다 생활공간인 주거지역의 일조권확보가 

중요하여 도로사선 제한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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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대상 건축물 도로사선 제한내용 북측사선 제한내용

제1종 저층주거전용
처마높이가 7m이상의 건축물,

지하실을 제외한 3층 이상의 건축물

1:1.25

5m + 1:1.25

제1종 중 고층주거전용

높이가 10m를 초과하는 건축물

-

제1종 주거

제2종 주거

준주거

근린산업

산업 -

1:1.5
준공업 높이가 10m를 초과하는 건축물

공업
-

공업전용

용도지역의지정이 없는 

지역
높이가 10m를 초과하는 건축물 1:1.25

<표 2.29> 고도지구 높이제한 완화조건

④ 소방법15)

⦁ 소방관이 소방 활동에 이용하는 시설주변에는 감전 위험을 줄이기 위해 설치를 금지하고 있음

세부내용

ž 비상출입구, 야외계단 및 그 주변 약 50cm 범위 내 PV모듈 설치금지

ž 비상출입구, 대체개구부, 야외계단 및 그 주변 50cm 범위 내 직류 배선 등 설치금지

건물 내 지양 태양광 설치 위치 옥외계단 비상출입구 대체개구부(대피용)

<표 2.30> 설치금지기준

15) 도쿄소방청(2014), 태양광발전설비에 관한 방화안전대책의 지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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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활동을 위한 감전 방지 대책이 있는 경우 설치금지 예외

세부내용

ž 충분한 강도를 가진 건축 자재 일체형 또는 금속테두리로 보호되고 있는 등 PV모듈에 접촉해도 손상되거나 감전될 우려가 

없는 경우 예외

ž 금속관 등으로 보호되어 직류배선에 접촉해도 손상, 감전 등의 우려가 없는 경우 예외

ž 감전 방지 모듈을 설치한 경우 예외

<표 2.31> 설치금지 예외 기준

⦁ 대규모(300㎡ 이상) 지붕의 경우 소방활동 통로 확보하여 PV모듈 설치

구분 설치방법

300㎡이상 

대규모 지붕

ž 소방활동 통로와 PV모듈과의 거리 24m 이내

ž 소방활동 통로에 케이블, 랙 등을 설치하는 경우 뚜껑이나 다리 등을 설치하는 등 안전보행 가능하도록 조치

ž 지붕에 출입하는 시설, 사다리차의 설치 등 소방대원의 접근을 고려하여 배치

그 외 지붕 ž 지붕 외주부 등 활동 공간을 확보

설치

예시 그림

<표 2.32> 지붕 규모에 따른 PV모듈 설치방법

⦁ 제한구역(옥상설비로부터 3~5m)에서의 PV모듈 설치 시 요구되는 성능을 만족하는 사양의 PV설치 또는 내연성능을 

만족하는 경우

구분 세부내용

용도 ž 지붕 거치형(건축 자재 일체형은 제외)

모듈 구조 ž 커버유리 전극, 태양전지 셀을 충전재로 뒷면필름 또는 접합유리로 끼워 넣은 구조에서 결정질박망계, CIS계

가연물*사용량 ž 1평방미터 당 약 2,000g 이하

기타 ž JIS C 8992-2에 따른 화재 시험 또는 동등한 성능 시험에 적합

내연 성능

ž PV 모듈이 연소할 때 발생하는 화염 및 열 등에 의해 1m 전방의 옥상 설비를 구성하는 부재로서 사용되

는 수지, 고무 등의 인화성 물질에 화재, 용융 등 심각한 열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ž PV 모듈이 연소할 때 발생하는 화염 및 열 등에 의해 인접한 PV 모듈을 연소시키지 않는 것  

<표 2.33> 제한구역 내 PV모듈 설치 시 요구 성능



건축 태양광(열) 설치기준 및 효율중대 방안 개발용역

53

⦁ 제한구역에서의 PV모듈 성능 조건(표 2.31) 충족 시 옥상설비와 이격 거리 완화

구분 세부내용

1

ž PV 모듈은 옥상 시설에서 1m이상의 이격

 - 변전 설비, 옥상설비등과 태양광 시스템 간의 제한거리는 3m로 보지만, PV모듈 조건 만족 시 1m로 봄

 - 고가수조, 옥상설비등과 태양광 시스템 간의 제한거리는 3~5m로 보지만, PV모듈 조건 만족 시 1m로 봄

2 ž 구조물은 건축 기준법 제2조 제9호에 규정하는 불연재료로 구성

3
ž 접속함, 인버터 등의 PV 모듈에 관련된 모든 기기는 제한구역에 설치를 제한

  (옥상 설비 또는 기타 칸막이가 내장된 것은 제외함)

4 ž PV 모듈 하부의 지붕 또는 바닥 구조는 건축기준법 제136조의 2의2 준수

5
ž PV 모듈의 하부에 PV 모듈의 배선을 제외한 가연성 배선 및 배관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배선 

등에 불연 재료 포장 등을 마련하는 등 연소 방지 조치

설치 

예시 그림

<표 2.34> 제한구역 PV모듈 설치방법-1

⦁ 방화대상물에 요구되는 감전방지 대책으로 감전의 위험이 있는 곳에 표시 실시

구분 세부내용

표시

구역

표시구역1 ž PV모듈에서 인버터까지의 배선, 분전함에서 인버터 등의 기기까지의 직류 배선

표시구역2
ž 소방대원의 진입로에서 장치에 접근하는 입구, 건물 관리실, 방재센터(입구 또는 화재경보 시스

템의 수신기 주변), 전기실, EPS 등

설치 

예시 그림

표시 방법

(실외)

분전함, 

인버터 등

ž 기기본체에 쉽게 확인 가능한 위치에 한 곳 이상 표시

  (태양광 부대설비가 쉽게 확인 가능한 경우 및 기기 본체에 표식, 상품명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

직류배선
ž 어떠한 위치에서도 쉽게 확인 가능한 한 곳 이상 표시

  (연결상태 및 배선 표면 색상 모양으로 식별이 쉽게 가능 한 경우에는 제외)

<표 2.35> 감전방지대책-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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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내용

표시 방법

(실내)

분전함, 인버터 

등

ž 기기본체에 쉽게 확인 가능한 위치에 한 곳 이상 표시

 (태양광 부대설비가 쉽게 확인 가능한 경우 및 기기 본체에 표식, 상품명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

직류배선

ž 배선 또는 케이블 덕트 등에 어떠한 위치에서도 쉽게 확인 가능한 한 곳 이상 표시

ž 수직설치하는 경우 각 층에 표시 

(연결상태 및 배선 표면 색상 모양으로 식별이 쉽게 가능 한 경우에는 제외)

건물

(입구)

ž 입구 문 근처에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한 곳 이상 표시

(건물 혹은 관리실에 표시된 경우)

건물

(관리실 등)

ž 관리실 방재센터의 입구 문 또는 내부에 설치된 화재 경보시스템 수신기 주변에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한 곳 이상 표시

전기실, EPS 등

ž 문 또는 문 근처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한 곳 이상 표시

(직류 배선이 설치된 전기 클로 EPS 등의 위치를 건물내에 배치된 도면등에 의해 쉽게 판단 

되는 경우)

설치 예시

그림

실외 설치 경우 실내 설치 경우

표시

내용

태양광 발전 기기 

본체

ž [태양광], [태양전지], [PV], [솔라] 가 포함된 용어 + 기기명

(본체에 장비 이름이 명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기명을 생략 가능)

예시  [태양광발전+기기명], [PV시스템+기기명], [솔라시스템+기기명] 등

소방대원

진입경로

ž [태양광발전], [PV]가 포함된 용어 

예시
[태양광발전설비], [태양광발전설비설치실], [PV설치], [PV설치건물], [PV시스템설치

건물], [PV 설치실] 등 

<표 2.36> 감전방지대책-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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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싱가포르

1) 설치비율

⦁ 2020년 까지 350MW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정해진 의무설치 비율은 부재

2) 허가기준

⦁ 태양광 건축 허가 기준 부재 – Building Construction Authority 확인

3) 설치기준

⦁ 북미, 유럽등과는 다른 위치적 특성(적도 부근)으로 태양광 설치 가이드라인 개발

① 적용대상

⦁ 건물에 설치되는 태양광 시스템

② 관련근거

⦁ Handbook for Solar Photovoltaic Systems, Building Construction Authority

③ 설치 가이드북

⦁ 전기 안전 기준 및 요구사항이 주된 내용이며, 건축분야로는 설치각도, 구조안전 낙뢰 대비 정도만 포함

구분 세부내용

설치 각도

ž 적도근처의 지리적 환경으로 설치각도 10~15˚(틀 유), 3~5˚(틀 무) 적합

ž 설치 적합 형태

구조적 안전

ž 신축 건물에 설치 시 구조 검토 진행

ž 기존 건물에 설치 시 구조전문가가 지붕재 검사 및 구조 검토 수행

(지붕이 태양광 하중을 견디기 힘들 경우에는 구조 도면 요구 및 검토)

낙뢰 대책
ž 번개로 인해 PV모듈과 인버터가 손상 될 수 있기 때문에 태양광 시스템 전체를 범주로 하는 

피뢰침 설치

<표 2.37> 싱가포르 태양광 설치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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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베를린

1) 설치비율

⦁ 1907년대부터 원전 폐지와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온 독일 정부는 에너지 전환 정책이 타 국가에 비해 모범이 되며, 

국민과 산업계가 공감대를 이루어 신재생에너지 설치 확산  

① 적용대상

⦁ 주거·비주거용 건축물

②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율

⦁ 주거용 건축물은 ㎡당 0.04㎡의 태양열 면적 설치, 비주거용 건축물은 태양열을 열 공급량의 15%이상 설치

⦁ 지열은 열 공급량의 50% 설치

③ 관련규정

⦁ Renewable Energy in the Heat Sector Act of 2008

⦁ Energy Policy Modernization Act of 2015

2) 허가기준

⦁ 베를린은 태양광의 설치 위치와 크기에 대한 요구조건만 일치하면 허가 없이 태양광 설치가 가능

① 허가절차

⦁ 허가절차 부재

② 허가 요구사항

구분 세부 내용

위치 ž 벽면, 지붕면 위에 태양광 모듈과 같은 설비 설치 가능

크기 ž 건축구조물이 아닌 태양광 시스템은 3m 이하, 총 길이 9m 이하

<표 2.38> 베를린 태양광 설치 요구조건

③ 관련규정

⦁ Bauordnung fuer Berlin(BauO Bin) §62 의 3항(독일 건축법)

3) 설치기준

⦁ 건축물 태양광 설치 가이드라인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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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뉴욕

1) 설치비율

⦁ 공공건축물은 2020년 까지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이며, 민간건축물은 정해진 의무설치비율이 없음

① 적용대상

⦁ 공공건축물

②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율

⦁ 신재생에 의한 전기요구량 2020년 까지 30% 목표

③ 관련규정

⦁ U.S.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FY2011-2016 Sustainability Plan

2) 허가기준

⦁ 뉴욕시는 태양광 발전 허가를 받기 위해 사고 발생 시 피난안전의 계획에 대한 도서를 요구하며, 에너지 보호법에 

의해 열손실방지를 목적으로 태양광설치 시 지붕 천공 등을 금지

① 허가절차16)

구분 세부 내용

1 석면조사 ž 건축허가를 받기위해서는 사전에 석면조사 필수적으로 요구

2 결과 보고 ž 석면조사관이 온라인 보고시스템에 따라 보고 및 수수료 납부

3 온라인 등록 ž 건축 및 전기허가를 위한 온라인 사이트(Development Hub)에 계정 등록

4 컨설팅 결정
ž 설치자 스스로 모든 도서 및 요구조건 등록
ž 해당 자격증 소지자가 법률 및 도면검토 진행하여 등록

5 신청서 작성 ž 계획 및 작업에 대한 허가신청서 작성 및 등록

6 도면 작성 ž 도면 요구조건, 조사가이드라인 및 소방법에 적합한 도면작성 및 등록

7 수수료 납부 ž 허가에 드는 수수료 전자 납부

8 건축 신청서 제출 ž 뉴욕 건설청 계획조사관이 계획 검토 및 건설 작업 허가

9 전기 신청서 제출 ž 전기자격증 소지자가 뉴욕 전기법을 준수하는 허가 신청서 작성 및 서명 후 제출

10 특별검사 ž 에너지진보검사 및 특별검사관들이 건축검사 전에 에너지법에 적합한지 검토

11 전기검사 ž 2015년부터 자격증 소지자, 등록된 건축가, 전문 엔지니어가 온라인으로 등록된 비디오 및 매뉴얼로 검사

12 건축도서 제출 ž 세액공재 검사 요구 및 서명된 건축도면 제출

13 허가 ž 2015년부터 건축검사관이 온라인에 등록된 건축도서들 검토

<표 2.39> 뉴욕 태양광 허가절차

16) NYC Solar Permitting Process Guide, SunShot,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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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허가 요구사항17)

⦁ 태양광 설치 시 제한조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 설치 불가

구  분 세부내용

지붕형

용도 ž 계통연계, 독립형 모두 지역지구 내 건축물에 합법적으로 설치된 부대설비로 허가

높이 ž 지구별로 제한된 높이를 초과하지 못함

디자인
ž 정면으로 향한 모듈은 반드시 지붕의 경사각과 동일
ž 시스템과 지붕과의 거리는 최대 18인치(45.72cm)를 초과하지 못함

도면검토 ž 지역 구획법이나 대지 사용규제들에 대해 미적용

지반 

설치형

용도 ž 독립형만 부대 구조물로 허가

높이&후퇴선 ž 지구별 높이기준 및 후퇴선 요구조건 준수

건폐율 ž 태양광패널의 수평투영면적은 건폐율로 포함

지역 ž 주거지역안의 시스템은 내부나 건물의 뒷마당에 설치

도면검토 ž 독립형만 지역 구획법이나 대지 사용규제들에 대해 미적용

<표 2.40> 뉴욕 태양광 설치 요구조건

17)  NYC Solar PV Standardized Checklist of Filing Materials, SunShot,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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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허가 요구도서

⦁ 태양광을 설치하기 위해 건축, 전기, 소방 등의 다양한 도서를 요구하며, 에너지 분석까지 이뤄짐

è 서울시도 태양광 설치가 기존 건물의 열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 필요 

구분 세부 내용

건축

계획/작업 

승인
ž 구체적인 프로젝트 대지정보(용도, 블록, 대지번호), 소유주 혹은 전문가 서명

작업 

허가신청서
ž 작업허가 신청서, 계약자가 서명시 공증요구하나 전문가 서명시 공증 불필요

비용 견적서 ž 건축 및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비용 견적, 소유주 혹은 전문가 서명

기술 보고서:

책임성명서

ž 구조적 안전성, 화재 방지/저항, 에너지 진보 검사, 그리고 최종보고서

(자격권자가 가지고 있는 특별검사 기관 번호 반드시 표기)

ž 태양광을 위한 공기층 및 단열이 표기된 부분 명확화

석면경감서 ž 석면조사관에 의해 검증된 석면도서, 석면조사관 서명

건축도면 및 

전기계통도

지점/대지 계획

ž 제안되거나 현재 존재하는 모든 설비, 인접건물 외곽선 및 높이, 지붕 방수 및 

배수작업, 인접 나무들 및 구조물, 공공시설물, 전기시설물, 대지에 위협되는 모든 

요소 표기

옥상도면
ž 시스템에 관련된 모든 시설물(모듈 및 구조물, 인버터, 분전함 등)의 위치 방위각

세부치수, 구조물의 기초 위치 및 치수 표기 및 구조작업 표기

구조 및 풍압분석 ž 지지대 및 구조적 결합은 풍압 및 태양광 시설물의 구조적 하중을 지지

입면도 및

용도구획
ž 건물 및 패널 높이 표기(용도별 구획에 적합한 법)

전기계통도 ž 계통연계에 필요한 사항 표기

세입자보호계획 ž 소음방지계획, 안전계획, 피난계획 등 포함

에너지분석 ž 뉴욕시에너지 보호법을 준수하는 에너지 분석(예, 지붕 천공 금지)

검토확인서 ž 적합 자격증 소지자 및 전문가가 신청서 작성 

비용 선서서 ž 초기 투자비용에 대비하여 변동하지 않는 서약서

세금 

경감신청서
ž 허가절차에 상응하는 절차를 수행한 뒤 세금 경감을 위한 신청서

전기

전기 신청서 ž 전기자격증 소지자가 온라인에서 작성하는 전기신청서

제품 사양서 ž 태양광 모듈, 인버터 및 관련 시스템의 모든 제품 사양서

전기계통도 ž 계통연계에 필요한 사항 및 도면검토에 필요한 사항 표기

소방

소방신청서 ž 옥상접근 제한 및 계획검토를 위한 신청서

출입계획 ž 옥상에 출입하는 구체적 경로에 관한 계획

현장사진 ž 날짜가 표기된 설치 전/후 옥상사진

<표 2.41> 뉴욕 태양광 요구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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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예외사용에 관한 승인기준

⦁ 대규모 태양광의 예외사용에 대한 요구도서는 도시계획공무원이 검토

⦁ 설치 제한조건을 벗어난 경우에도 예외적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태양광 설치 허가

기준 세부 내용

높이 및 후퇴선 ž 대규모 태양광 시스템 해당 구역의 높이 및 후퇴선 기준 준수

대지 크기 ž 대규모 에너지 시스템은 최소 크기로 요구량이 많은 곳에 위치

건폐율 ž 해당구역의 건폐율 조건 준수하며 설치면적은 건폐율에 포함

통제구역 ž 관계자 외 출입제한을 위한 보호 울타리 및 표식 설치

<표 2.42> 예외적 사용 허가기준

요구 조건 세부 내용

동의서 ž 대지 사용기간 및 지역권 동의서(임대 계약)

도면 ž 태양광 배치가 표시된 도면에 전문 기술자 혹은 등록된 건축사의 서명 필요

장비일람표 ž 태양광 모듈, 설치구조물, 인버터 등 중요 구성요소에 대한 세부 장비사양

유지관리 계획 ž 대지 유지관리 계획(식물관리 계획)

해체 계획 ž 시설물 제거 계획(식물 또는 흙 복구 계획, 제거 시 시간소요량, 비용(물가상승률 고려)

<표 2.43> 예외적 사용 허가 요구도서

⑤ 허가관련규정

⦁ International Building Code(IBC), Section 1507.17, 1607.12(2015)

⦁ International Residential Code(IRC), Section 324, 902, 905, 907(2015)

⦁ International Fire Code(IRC), Section 605(2015)

⦁ National Electrical Code(NEC), Article 690, 705(2014)

⦁ New York State Model Solar Energy Law. 2016

3) 설치기준

⦁ 뉴욕시 내 급증하는 태양광의 올바른 설치를 위해 설치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으며, 2012년 3월 시의회는 용도

개정정책 “Zone Green”18)으로 태양광 설치에 방해되는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태양광 시스템을 용도구역별 높이

제한을 초과 가능한 시설물로 분류

① 적용대상

⦁ 지붕 위 1.2m 이상으로 확장되는 모든 건물

18) http://www.nyc.gov/html/gbee/html/codes/zone.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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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태양광 시스템 설정방법

⦁ 건축물에 태양광 설치 시 지붕종류, 건물 높이, 용도구역, 용량산정, 후퇴선 등을 고려한 설치

구분 세부내용

1
평지붕/

경사지붕
ž 평지붕인지 경사지붕인지 결정

2 건물 높이 ž 건물 도면을 통하여 건물의 높이 산정
3 용도구역 결정 ž 도시계획부서의 활용프로그램 “ZoLa application”19)을 통하여 해당 건물의 용도구역 결정

4
최대 건물 높이 

결정

ž 수평의 최대 건물높이 제한

ž 대지선 안쪽으로의 사선제한

5 용량 산정

ž 태양광 시스템은 허용된 최대 건물높이, 지붕마감선(둘 중 높은 것)보다 4피트(약 1.2m)까지 허가

ž 태양광 시스템이 덮고 있는 설치 면적은 용도별로 제한되지 않음

ž 모든 태양광 시스템이 4피트(약 1.2m)를 초과 할 경우에는 지붕면적의 25%로 제한
6 후퇴선 ž 대지에 면한 벽으로부터 최소한 6피트(약 1.8m) 이격

<표 2.44> 태양광 설치 전 설정방법

③ 예시 

⦁ 평지붕의 경우 지역 및 지붕형태에 따라 허용높이 다르게 설정, 경사지붕의 경우 지붕 각도에 따라 태양광과 

지붕의 이격거리 최대 0.4m까지 허용

구분 세부내용

개념도

(평지붕)

위치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옥상 출입구 또는 다른 장애물

허용 높이
건물높이한계 여분(2피트,0.6m)+

태양광 허용 높이(4피트, 1.2m)

건물사선제한 적용

최대 15피트(약 4.5m) 허용
최대 6피트(약 1.8m) 허용

개념도

(경사지붕)

허용범위 태양광이 설치된 경사지붕이 20˚보다 클 경우, 설치간격은 약 0.4m까지 허용

<표 2.45> 사례별 태양광 시스템 허용 높이

④ 관련근거

⦁ Solar Planning and Zoning Implementation Guide, City University of New York, 2013

19) http://gis.nyc.gov/doitt/nycitymap/template?applicationName=Z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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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로스엔젤러스

1) 설치비율

⦁ 공공건축물은 2030년 까지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이며, 민간건축물은 정해진 의무설치비율이 없음

① 적용대상

- 공공건축물

②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율

- 신재생에 의한 전기요구량 2030년까지 50% 목표

③ 관련규정

⦁ Energy Policy Act of 2005 - Federal Government’s Million Solar Roof Initiative of 1997

⦁ Renewables Portfolio Standard Eligibility

2) 허가기준

⦁ 태양광 설치 용량에 따라 대규모, 소규모로 구분하며, 허가 및 승인 요구사항이 상이함

① 허가 절차20)

⦁ 대규모 시스템 허가 요구사항

- 구조, 전기, 기계·설비, 소방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지역 공공 허가기관 및 전기회사로부터 허가 취득 가능

구분 세부내용

1
허가 신청서 및 

자료 제출
신청자는 지역 허가기관에 허가 신청서 제출 및 검토요청

2
허가 검토 및 

승인
허가기관 검토 ž 구조, 전기, 기계·설비, 소방에 대한 검토

3
태양광 시스템 

건설
지역 허가기관 및 지역 전기회사의 승인 후 태양광 시스템 건설

4 계통연계 승인 신청 서류 제출 후 검토, 지역 허가기관 승인 전 안전검사

5
현장검사 및 

승인
지역 공공 허가기관의 검사관이 건축 구조 설비 전기 소방법들의 요구조건들 검사

<표 2.46> 로스앤젤러스 태양광 허가절차

20) California Solar Permitting Guidebook 2nd Edition, Governor’s Office of Planning and Research Office of Governor 
Edmund G. Brown Jr,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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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허가 요구사항

⦁ 10kW를 기준으로 대규모, 소규모 태양광으로 구분되어 허가 요구사항 다름21)

구분 세부내용

구조 ž 건축법에 준하여 모든 시스템의 고정하중, 지붕활하중, 지진하중, 적설하중, 풍하중 검토

전기 ž 구성요소(패널, 모듈, 인버터, 선 등)은 전기법 준수

기계 설비 ž 구성요소(집열기, 저장탱크, 펌프, 열교환기, 압력조절장치 등)은 반드시 건축법 준수 및 설비인증 획득

소방 ž 소방법에서 분류하는 화재저항등급(A~C)별로 분류하며, 최소 C등급 이상

계획 및 용도구획 ž 대지사용에 관련된 지방정부 법, 규제들 준수

<표 2.47> 대규모 태양광 요구사항

구분 세부내용

일반

용량 ž 10kW이거나 그 이하

위치 ž 지붕, 두가구 거주지, 또는 부대 구조물에 설치 

높이 ž 법적 건물한계높이를 초과하지 못함

연계유무 ž 독립적 배터리 없이 계통연계 

신청서 ž 건축 및 안전 허가 신청서 반드시 제출

전기

연결방식

ž 4대 미만 직렬 연결 모듈은 각각의 최대전력 추종제어기능에 연결

ž 최대전력 추종제어기능 당 2대 미만 직렬연결은 회로퓨즈가 포함되지 않은 곳에 연결

ž 태양광 모듈의 직렬연결에는 퓨즈 반드시 연결

인버터 ž 중앙연결식은 2대 이상을 넘지 않는 인버터 활용

연계
ž 태양광 모듈은 225A이하, 120/220V 단상교류에 연계

ž 태양광 모듈은 전기분배장치의 부하측에 연결

도면 ž 표준전기도면, 근거도서들 첨부

구조 신청서 ž 구조기준 양식에 맞는 신청서 제출

소방

통로 ž 장애물 없는 통로 확보

화재등급 ž 화재 등급 확보

표식 ž 태양광 관련 모든 표식 표시

도표 ž 패널, 모듈, 통로, 및 계략적 단선위치 표시 수단 등을 표시한 도표 제출

승인

허가 ž 주거용 태양광 허가 요구

도면검토 ž 소규모의 경우 도면검토 불필요

소방 승인 ž 소규모의 경우 소방승인 불필요

<표 2.48> 소규모 태양광의 요구사항

21)  https://www.cityofmenifee.us/415/Checklist-Requirements-for-Small-Sol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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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허가 요구도서

⦁ 소규모 태양광은 도면, 소방 승인이 불필요

구분 세부내용

표지 ž 사업계획서(작업 범위, 주소, 이름, 전화번호 등)

계획 ž 건물 경계와의 거리, 태양광 발전 시스템 위치 등, 지붕계획 단면도

전기 ž 전기 계통도, 태양광 패널 레이아웃, 전기 설비 도면(배선 방법, 인버터 위치 등)

제품 ž 제품 사양서

소방 ž 모든 패널, 모듈, 접근 통로 및 전기 차단 수단이 작성된 도면 첨부

<표 2.49> 태양광 요구도서

④ 허가 관련규정

⦁ California Building Code, Title24, Part2

⦁ California Residential Code, Title24, Part2.5

⦁ California Electrical Code, Title24, Part3

⦁ California Mechanical Code, Title24, Part3

⦁ California Plumbing Code, Title24, Part5

⦁ California Energy Code, Title24, Part6

⦁ California Fire Code, Title24, Part9

3) 설치기준

⦁ 건축물 태양광 설치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은 없지만, 요구사항으로 건물한계높이 초과 금지, 태양광 패널의  

화재등급 확보 등을 보아 높이 및 소방에 관련 된 설치 기준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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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필라델피아

1) 설치비율

⦁ 의무 설치에 대한 기준 부재

2) 허가기준

⦁ 미국의 다른 지역과 달리 소방법에 대한 규제가 없으며, 건축·전기의 허가만 존재 

① 허가절차22) 

⦁ 미국의 뉴욕, 로스엔젤러스와 달리 소방에 관한 허가는 필요 없으며, 전기 건축 계통연계에 관한 허가만 받으면 

설치 가능

구분 세부내용

1 계약 ž 소유주는 승인된 태양광업체 계약자와 전기 자격증 소지자와 계약

2
설계 도서

준비
ž 태양광 계약자는 구체적인 구조물과 에너지 요구조건(계통연계정책)들을 충족하는 설계도서 준비

3 신청서 제출

ž 시 관계부서(L&I)에 전기 건축허가를 위한 신청서 제출

ž 지역전기회사(PECO)로부터 연계가능한 용량산정 및 태양광 설치에 관한 신청서 준비 및 제출

4 신청서 검토
ž 시 관계부서(The Philadelphia Department of Licenses and Inspections, L&I)에서 검토 및 

승인

5
검사 및 계량계 

설치
ž 건축 전기 검사 후 계량기 설치

6 태양광 설치 ž 모든 제출서류 및 검사 후 설치 진행

<표 2.50> 필라델피아 태양광 허가절차

② 허가 요구사항

⦁ 북미 공인 에너지 관리위원회의 인증을 받더라도 태양광을 설치하기 위해 설치 업체에서는 집수리 등록증, 태양광 

사업자 등록증, 계약 자격증, 전기계약 자격증 등이 있어야 가능

22) Guidebook For Solar Photovoltaic Projects in Philadelphia, 2nd Edition, City of Philadelphia,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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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세부내용

주 집수리 등록 ž 1-2가구에 한해 약 6백만원 상당 수리 진행

태양광 사업자 등록증 ž 시 관계부서(L&I)로부터 인증 받은 사업자 등록증 요구

계약 자격증 ž 시 관계부서(L&I)로부터 인증 받은 계약 자격증 요구

전기 계약 자격증 ž 주 태양 햇빛프로그램(PA DEP Solar Sunshine Program)에 인증된 자격증 요구

<표 2.51> 필라델피아 태양광 허가 요구자격

③ 허가 요구도서

⦁ 태양광 설치 신청서, 도면, 디자인, 태양광 장비 사양 등에 대한 도서를 요구하며, 안전을 고려한 도서를 중점적

으로 요구

종류 세부내용

신청서

위치 ž 설치 주소 기입
개요 ž 건축 혹은 수선에 대한 설명
높이 ž 해당 건물의 높이 및 층수

건축물 대장 ž 해당 건물의 사용용도 리스트

도면

축적 ž 도면의 축적
최소 크기 ž 도면의 최소 크기는 45.72 ✕ 60.96(cm)

색상 ž 흑백 또는 파란색 출력물
어레이 위치 ž 태양광 어레이 및 구조물의 위치 표기

지붕 ž 지붕에 관한 표기
수정사항 ž 설치를 위한 구조물 변경 내용

구조계산서 ž 고정 활 적설 집중 풍 지붕재 하중 표기

디자인
디자인 검토

(표준허가시)
ž UCCCP에 준하는 설계요소들의 구조 검토 (건축부분 챕터 16 구조설계)

기계 

설치
설치장비 사양

ž 공학적 제품은 태양광 설치를 위해 설계되며, 기계장비 설치를 위한 단면도 제출
ž 공학적 제품이 태양광 모듈을 위해 세부적으로 설계되지 않으면, 설계 전문가로부터 승인받은 구조적 

부착물의 세부사항들을 제출

<표 2.52> 필라델피아 태양광 허가 요구도서

④ 허가 관련규정

⦁ Uniform Construction Code for the Commonwealth of Pennsylvania, UCCCP

⦁ The Philadelphia Code(zoning code)

⦁ The Philadelphia Building Construction and Occupacy Code, BCOC

3) 설치기준

⦁ 에너지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많은 시민들과 시청 직원이 공동협력하여 태양광 설치 가이드라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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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적용대상

⦁ 가이드라인 시행 후 설치되는 모든 태양광

② 세부설치기준

구분 세부내용

허가구역
ž 건물형, 지반형 법적인 준수조건 하 부대설비로 모든 용도지구에 허가가능 BIPV는 부대설비로 고려되지 않으

며, 이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음

위치

ž 법적으로 허용된 구조물에 설치

디자인 

설치기준

ž 태양광 시스템은 반드시 펜실베니아 건축법(UCC, Act 45 of 1999)를 준수, 펜실베니아 노동 및 산업부처의 

규제를 적용 및 승인국가 전기법(NEC), 소방법 준수

건축선

후퇴

ž 지반형은 부수적 사용이나 시스템이 설치되는 구획구역에서의 구조물 건축선후퇴 요구조건 준수

ž 건축선 후퇴기준은 시스템의 가장 가까운 선에서 측정

높이

제한

경사

지붕

ž 앞마당을 바라보는 지붕의 각도와 평행, 지붕의 최대 길이로 설치

ž 지붕과 수직으로 측정된, 지붕과 시스템의 가장 높은 자리 또는 표면사이를 18인치(45.72cm)로 설치

ž 건물형은 경사지붕에 설치하며, 지붕 최고 높이를 초과설치 불가

경사지붕형 태양광 시스템 높이 제한(앞, 뒷마당)

평지붕

ž 건물형의 최고 높이(지붕 위에서 부착된 면)는 6피트(약 1.8m)까지 허용

ž 지반형은 태양광발전시스템이 설치될 구역 내에서 부속 구조물의 허용된 높이를 초과 불가

 평지붕 높이 제한 및 지반 설치 높이 제한

<표 2.53> 필라델피아 태양광 설치기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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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내용

차양과 

가시성

ž 경사지붕 위 건물형 시스템은 가려질 필요 없음

ž 추가 권장사항 : 평지붕에 설치된 건물설치형 시스템은 재산권 반경안의 공공 통행권으로부터 보여 질 수 없음, 

골목의 독점권은 지반으로부터 5피트(약1.5m)정도에서 최상층 HVAC 또는 기계장비와 비슷한 방법으로 정의

차양과 가시성, 평지붕: 건물-설치 태양광시스템 계획(가장자리 중간대지)

차양과 

가시성

 차양과 가시성, 평지붕:건물-설치 태양광시스템 입면(난간 유,무)

비투과 

적용범위 

제한

ž 시스템의 어떤 부분이나 각도에 관계없이 지반설치형 시스템의 표면적은 비투과면적으로 고려되며, 구획영역을 

위한 건폐율한계로 산출

ž 지반설치형시스템이 존재하는 비투과 면적위에 설치되면 구획영역을 적용한계영역으로 비산출

예외기준

ž 제한된 높이 초과 : 건물설치형 시스템이 지붕의 최고 높이를 초과하지 않는 조건으로 허가

ž 건축선후퇴 규정 / 용적률 불일치 경우 : 건축선 후퇴 및 용적률의 확장이 없는 조건으로 허가

ž 최소한의 건축선(대지구역)을 초과하는 경우 : 수립된 건축선(대지구역) 후퇴를 침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허가

건물 허용 기준 높이(정면 및 배면)

태양광 시스템 허용 지붕범위 태양광시스템 허용 대지구역

<표 2.54> 필라델피아 태양광 설치기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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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규모 태양광(1,2가구) 간소화 설치기준 

⦁ 소규모 태양광에 대해 간단한 요구조건만 만족하면 전기허가만으로 설치 가능

è 서울시에 급증하는 미니태양광에 대한 설치기준 마련 필요

구분 세부내용

조건

위치 ž 태양광은 반드시 지붕에 설치

지붕구조 ž 트러스로 구성되지 않은 지붕구조에서는 건축허가 요구

가치판단 ž 시역사위원회에 의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곳에는 설치 지양

책임 ž 전기 계약자는 지붕에 설치된 시스템에 관한 책임 수용에 반드시 동의

그 외 ž 이러한 요구조건들이 준수되지 않으면, 별개의 건축허가 획득

설치제한 및 

요구조건

무게
ž 장비의 무게는 0.00244(kg/cm2) 이하

ž 장비는 어느 지점에서도 0.02196(kg/cm2) 이하로 부과

높이제한 ž 높이는 인근지붕면 위 0.45m 이하

점검통로 ž 모든 장비 근처는 약 1m 간격의 통로 확보

하중 ž 모든 시스템은 0.44m/s의 풍압을 지지

그 외 ž 반드시 제조사의 지침에 따라 설치

<표 2.55> 소규모 태양광 설치기준

④ 관련근거

⦁ Uniform Contruction Code(UCC), Act 45 of 1999

⦁ National Electrical Code(N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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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국내·외 도시별 태양광 정책 및 인센티브 현황

⦁ 건축물 태양광의 정책 및 인센티브 현황을 비교해본 결과 동경시가 초기설치비지원, 고정가격거래(FIT) 

등 다양한 정책 및 인센티브 방안 활성화 중

⦁ 국내에서는 고정가격거래제도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해 고정가격계약제도(SMP+REC)가 진행중

도시별 초기설치비지원 고정가격거래(FIT)

국내

서울

O △(SMP+REC)

세종

경기도

대구

인천

국외

동경 O
O

(FIT 폐지, 신FIT 도입)

싱가포르 O X

베를린 X X

뉴욕 O X

로스엔젤러스 O O

필라델피아 O O

<표 2.56> 도시별 정책 및 인센티브 비교

2.3.1 초기설치비지원 제도

 v 산업통상자원부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적정하게 반영한 인센티브 시행

⦁ 산업통상자원부

- 추진목적 :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자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생산하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장기저리의 융자금 지원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과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제도

※ 공공기관으로부터 설치자금의 일부를 무상지원 받은 시설은 자금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항목 : 신재생에너지 시설, 생산, 운전에 필요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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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시설자금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시설용량 5,000kW를 초과하는 수력설비 제외) 또는 동 

설비의 기술 사업화에 해당되는 시제품 등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

예) 풍력발전설비, 태양열설비, 지열설비, 바이오설비 등

생산자금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제조·생산에 필요한 자금과 동 제조·생산 설비의 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예) 태양광모듈 생산라인, 풍력발전 터빈 생산라인 등

운전자금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제조·생산 사업자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

(중소기업에 한정)

<표 2.57> 신⋅재생에너지 지원 종류

- 지원대상시설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의 금융지원사업 자금지원 세부내역 참고

구분 내용

태양광설비

- 발전 및 송전을 위한 설비 또는 동 설비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

- 주택에 설치한 태양광설비는 다음의 경우만 해당

  · 주택지원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주택용 자가용 설비

  · 태양광 대여사업으로 설치한 설비

<표 2.58>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조건

- 지원규모 : ‘17년 총 지원규모가 660억원으로 생산 및 시설 자금에 약 95% 지원

구분 전력기금

지원예산액

생산자금

630억원
시설자금

태양광

(정책사업)
비태양광

운전자금 30억원

합 계 660억원

<표 2.59>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예산액

※ 지원예산액은 생산자금, 시설자금, 운전자금 별로 구분하여 지원하며, 지원예산의 규모 및 범위 등은 자금추천 및 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조건 : ‘17년 생산 및 시설 자금, 운전자금에 대한 지원한도는 1~100억원 이내 이며, 대출기간은 1~10년

으로 지원비율은 중소기업이 가장 높음

02 국내⋅외 도시별 태양광 설치기준 및 정책 현황

72

구분 자금용도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
대출기간 이자율 지원비율

전력기금

생산자금 및

시설자금
100억원 이내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분기별 변동금리

(알림마당-공지사항을 

통해 분기별 대출금리 

공지)

중소기업 : 90% 이내

중견기업 : 70% 이내

대기업 : 40% 이내

바이오 및

폐기물 분야
100억원 이내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주택용 설비 1억원 이내

운전자금 10억원 이내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표 2.60>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 이자율 및 융자취급수수료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 따름

※ 동일 사업자당 지원한도액, 지원비율 및 지원시기는 자금추천 상황 및 내부계획에 따라 변경 가능

※ 공공기관으로부터 설치자금의 일부를 무상지원 받은 시설은 자금지원대상에서 제외

※ 해외진출사업은 시설자금만 지원(주택용 설비는 제외)

- 신청방법 및 절차

<그림 2.2> 설비지원 신청절차 

 v 서울시

⦁ 서울시는 에너지 자립률을 2020년 까지 20%로 끌어올리기 위해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을 실시하며, 미니태양광 

설치비를 지원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건물에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를 원하는 시민(단, 주택형은 17년 한국에너지공단 주택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야 함)

⦁ 지원기준 :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로 선정된 업체를 통해 시공하는 태양광 설비에 한해 베란다형, 

주택형, 건물형으로 구분하여 설치비 지원

- 베란다형(200W 이상 ~ 1kW 미만)23)

23) 2017년도 서울특별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공고,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공고 제2017-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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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W 이하 200W 초과 ~ 300W 이하 300W 초과 ~ 1kW 미만

지원액 2,000원/W 1.500원/W 500원/W

<표 2.61>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용량에 따른 지원금액

*단, 250W 1장짜리 모듈의 경우 40만원 보조, 초과시 1,500원/W 지원

*동일가구에서 추가설치 시 기설치된 용량을 누적하여 산정

*베란다형은 아파트는 물론 단독주택, 상가건물 등에도 가능함

- 주택형(1kW 이상 ~ 3kW 이하) : 한국에너지공단 지원금 의 10%

*월평균 전력사용량(신청 전월부터 1년간 평균) : 600kWh 이하인 가구

- 건물형(3kW 이상) : 600원/W

*태양광 대여사업과 연계 시 세대별 월평균 전력사용량 : 600kWh 이하인 공동주택

*단, 국가·지자체가 소유·관리하는 건물, 설치의무화, 영향평가, 발전사업은 제외

v 서울시 자치구

⦁ 자치구 인센티브제도는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인센티브(설치비의 60%) 외 추가로 자치구 예산을 지원(자치구별 인센

티브 금액 상이)

⦁ 시민들은 서울시 + 자치구 지원금을 받아 태양광을 설치 시 제품가의 약 25~40% 수준으로 금액으로 설치 가능

베란다형(200W~1kW 미만급 제품)

구 분 지원 금액 구 분 지원 금액

종로구 없음 마포구 10만원/가구

중구 10만원/가구 양천구 10만원/가구

용산구 없음 강서구 7만원/가구

성동구 10만원/가구 구로구 10만원/개소

광진구 10만원/가구 은평구 10만원/가구

동대문구 10만원/가구 영등포구 10만원/가구

중랑구 없음 서초구
일반가구 : 10만원
저소득 : 전액지원

성북구 10만원/가구 노원구 5만원/가구

강북구 5만원/가구 강동구 5만원 (5가구 이상 단체 신청 시)

도봉구 10만원/가구

베란다형(200W~1kW 미만급 제품), 주택형(1kW~3kW 이하급 제품)

구 분 지원 금액 구 분 지원 금액

관악구
베란다형 : 10만원/가구

주택형 : 50만원/가구
강남구

베란다형 : 10만원/가구

주택형 : 100만원/가구

서대문구
베란다형 : 10만원/가구

주택형 : 500원/W
동작구

베란다형 : 10만원/가구

주택형 : 10만원/가구

송파구
베란다형 : 5만원/가구

주택형 : 100만원/가구
금천구

베란다형 : 10만원/가구

주택형 : 50만원/가구

<표 2.62> 서울시 자치구별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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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2 고정가격거래 제도(FIT)

⦁ 고정가격거래제도(FIT : Feed In Tariff)24)

- 신재생에너지 투자경제성 확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한 전기의 전력거래 가격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기준가격과 전력거래와의 차액(발전차액)을 지원해주는 제도(‘11.12.31 종료 

후 ’12년부터 신규진입 불가)

- 발전차액지원제도, 고정가격매입제도 등으로 불림

고정가격거래(FIT)

장점 단점

- 시장위험성이 작음: 신재생에너지의 투자확대 촉진

- 기술수준에 따른 차별적인 지원 가능

- 단순화된 정책집행으로 거래비용이 작음

- 보장된 시장수요: 시장경쟁이 작으므로 비용감소의 유인이 작음 

(단, 발전업체에 자본재나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간 경쟁은 지속

되므로 가격하락을 위한 경쟁은 계속될 수 있음)

- 공급자와 규제기관 사이의 정보비대칭성에 의해서 적정수준의 

가격결정이 어려움: 발전업체에 의해 지대추구 개연성

<표 2.63> 고정가격거래 제도 특성

v 국내(산업통상자원부 실행)

⦁ 발전차액지원제도-(폐지)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투자경제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정한 기준가격과 계통한계가격(SMP)과의 차액을 

지원함으로 안정적인 발전소 운영 가능토록 하는 제도로 출범하였지만 재정부담으로 2011년 말에 폐지됨

⦁ 고정가격계약제도(SMP+REC)-(시행 중)

- 일정규모(5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

v 동경

⦁ 일본에서는 고정가격매입제도를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2012년 7월 1일부터 실시 중

⦁ 신쟁생에너지에 의해 발전된 전력을 정부가 정한 매입가격으로 전력회사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매입가격은 

10~20년 보장) 

⦁ 매입비용을 국가재정으로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전력이용자(국민)에게 전가시키는 특징이 있음25)

⦁ 매입 가격이 현재 잉여 전력 대비 2배의 높은 가격으로 매수를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 주택설치를 유도

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됨

24) 권태형, 신재생에너지 시장 확대를 위한 정책수단의 비교:가격정책과 수량정책의 정책결합, 한국외국어대학교
25) 한국법제연구원(2010), 발전차액지원제도(FIT)와 의무할당제도(RPS)의 입법적 검토, 이준서, p.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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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발전차액지원제도 시행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도입량

26)

v 로스엔젤러스27)

⦁ 태양광 발전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Feed-in Tariff(FiT)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캘리포니아 에너지위원회와 공급

의무화제도(RPS)에 등록해야 참여 가능

⦁ 생산 된 kWh당 지불하는 금액은 기본 에너지 가격(BPE)에 적절한 납기(TOD) 배율을 곱한 값으로 BPE는 

20MW 할당이 가입할 때마다 감소할 예정이며, TOD배율은 시간대에 따라 달라지며 6~9월 사이, 오후 1~5시 까지 

가장 높은 배율로 계산

구분 총 계약 MW 용량 소규모 프로젝트 계약 MW 용량 가격(kWh당)

1 0 - 20 0 - 4 $ 0.17

2 20 - 40 4 - 8 $ 0.16

3 40 – 60 8 - 12 $ 0.15

4 60 - 75 12 - 16 $ 0.14

5 75 – 100 16 – 20 $ 0.13

<표 2.64> 기본 에너지(BPE) 가격

구분 최대치 최소치 기본

기간 오후 1:00 ~ 오후 5:00
오전 10:00 ~ 오후 1:00

오후 5:00 ~ 오후 8:00

오후 8:00 ~ 오전 10:00시

토요일과 일요일 종일
성수기 (6월-9월) 2.25배 1.10배 0.5배

비수기 (10월~5월) 1.30배 0.90배 0.5배

<표 2.65> TOD 배율 시간

26)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2015)、JPEA 出荷統計、NEDOノ風力発電設備実績統計、包蔵水力調査、地熱発電の現状動向、RPS制度固定価格買
取制度実積等

27) https://energy.gov/savings/ladwp-feed-tariff-fit-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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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추가적인 제도

v 국내

⦁ 에코마일리지28) 

- 기준사용량(최근 2년) 대비 6개월간 월평균 전기, 수도, 도시가스(지역난방 포함) 중 2개 항목 이상의 온실가스를 

5%이상(절감율이 높을수록 많은 인센티브 제공) 감축한 가정에 마일리지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

è 태양광 홍보 시 시민에게 정보 제공 및 설치 시 가입 권장 필요 

v 국외

① 미국 전체

⦁ 미국 내 다수의 정부기관이 재생에너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데, 그 중 환경보호청이 재생에너지 관련 규제와 

보급을 감독

⦁ 신·재생에너지 설치 시 개인세금과 법인세에 대해 공제 및 면제에 대한 인센티브 시행

구분 유형 세부내용

주거용 신 재생에너지

설치비 세금 공제

(Residential Renewable Energy Tax Credit)

개인 세금 공제
주택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에 대해 적격 

지출의 30% 청구 가능

주거 에너지 절약 보조금 제외

(Residential Energy Conservation Subsidy 

Exclusion)

개인 세금 면제
에너지 절약 보조금은 과세 안함

법인세 면제

공인 에너지 절약 채권

(Qualified Energy Conservation Bonds)
-

Energy Improvement and Extenstion Act

에 따라 에너지 프로젝트에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주,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공인 된 에

너지 절약채권

<표 2.66> 미국 모든 주에 적용되는 인센티브

② 뉴욕

⦁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이전 12개월 동안의 전기사용 총kWh소비의 110%를 초과하지 않는 크기로 제한

⦁ 블록 내 목표된 MW를 할당 후 설치용량이 달성되면 해당 블록 내에는 인센티브가 더 이상 제공되지 않음

28) 서울특별시 에코마일리지, http://ecomileage.seoul.go.kr/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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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유형 세부내용

NY-Sun PV 인센티브 프로그램

(주거, 저소득 및 중소기업)

환불 

프로그램

뉴욕 주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통한 에너지 연구 및 개발 당국에 승인 된 

계통 연계 태양광 시스템 설치에 대한 현금 인센티브 제공

태양 에너지 및 지역 옵션 태양 권리법 규제 정책
태양광의 중단 없는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 위치 및 방향, 해고 

조항 및 간섭 발생 시 보상

<표 2.67> 뉴욕시 인센티브

③ 캘리포니아주

⦁ 주거용 외 지역 건설업체의 주택 건설 시 PV를 설치 할 수 있도록 유도

구분 유형 세부내용

태양 에너지 및 빛 통제법 규제 정책
태양 에너지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햇빛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

주거용 신규 건설 리베이트 프로그램
환불 

프로그램

지역 건설 업체가 PV를 통한 에너지 효율적인 주택을 건설 할 수 

있도록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W당 300원 지원)

단일 가족 저렴한 태양 주택 프로그램
환불 

프로그램

소형 태양광 기술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최소 1kW-최대 3kW 설치를 해야하며, W당 3,300원 지원)

<표 2.68> 캘리포니아 주 인센티브

④ 싱가포르

⦁ 전력소비의 막대한 부분을 차지하는 빌딩 에너지 효율 개선과 에너지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BCA(Building and 

Construction Authority) 그린마크 제도’ 시행

⦁ 2030년까지 기존 빌딩의 80%를 그린빌딩화 목표

구분 유형 세부내용

에너지효율 보조금 건물의 에너지 효율적인 설계, 기술, 제품 도입 확산을 위한 보조금 제공

<표 2.69> 싱가포르 그린마크 인센티브

구분 세부내용

지원조건

최소 2,000㎡ 이상의 면적

BCA 그린 정격 점수가 600점 이상

효율성이 우수한 에어컨 시스템을 갖춘 경우

지원금액 에너지 효율적인 장비. 프로페셔널 서비스 및 건강 검진 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의 최대 50%

※ BCA : Building and Construction Authority

<표 2.70> 싱가포르 그린마크 인센티브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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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태양광 적정 설치방안

3.1 서울시 태양광 발전현황

3.1.1 서울시 태양광 현황

⦁ 태양광의 적정 설치 방안을 설정 하기 위해 기존 서울시에 설치된 태양광의 용량 및 시설 현황을 확인

 v 서울시 태양광 발전 용량 및 시설

⦁ 서울시에 설치된 태양광의 총 설치용량29)은 124.6MW이며, 그 중 공공시설이 46.9MW(37.6%)로 가장 많이 

설치되었으며, 학교시설이 12.6%로 가장 적게 설치함

⦁ 공공시설은 신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설치용량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단기간 집중적으로 

설치하여 향후에는 공공시설의 설치용량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è 민간시설의 활발한 태양광 설치 유도 필요

계 공공시설 학교시설 민간시설 미니발전소

124.6MW

(100%)

46.9MW

(37.6%)

15.7MW

(12.6%)

36.8MW

(29.6%)

25.2MW

(20.2%)

<표 3.1> 서울시 태양광 설치현황

⦁태양광 발전시설은 ‘14를 기준으로 급증하지만, 연도별 총 발전용량은 증가하지 않음 

⦁‘14부터 미니태양광의 보급사업 시작과 함께 시설은 증가하지만, 미니태양광 특성상 발전용량이 적고 공공기관의 

설치가 줄어들어 연도별 발전용량이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è 고효율 태양광 제품 개발 유도

구분 계 ‘16 ‘15 ‘14 ‘13 ‘12 ‘11~’03

발전시설(개)
23,621

(100%)

11,386

(48.2%)

5,830

(24.7%)

2,907

(12.3%)

993

(4.2%)

873

(3.7%)

1,632

(6.9%)

발전용량(MW)
124.6

(100%)

19.6

(15.7%)

19.1

(15.3%)

25.6

(20.5%)

22.3

(17.9%)

11.9

(9.6%)

26.1

(21.0%)

<표 3.2> 서울시 태양광 연도별 설치현황

 v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현황

⦁ ‘14, ‘15 미니태양광 보급현황을 비교해본 결과, 전년 대비 67% 증가하여 총 7,166개소 설치

è 공동주택이 많이 분포해있는 서울시는 보급사업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 향후 고효율 제품을 보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9) 서울시 태양광 시설 현황(‘16.12.31 기준),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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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계 베란다형 주택형 건물형 증가율

계
7,166개소 5,035개소 2,126개소 5개소

-
8.2㎿ 1.3㎿ 6.4㎿ 0.5㎿

’14년
2,680개소 1,777개소 903개소

- -
3.2㎿ 0.4㎿ 2.8㎿

’15년
4,486개소 3,258개소 1,223개소 5개소 67%

5.0㎿ 0.9㎿ 3.6㎿ 0.5㎿ 56%

※ 2016. 2. 15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보도자료

<표 3.3> 서울시 미니태양광 설치현황

 v 서울시내 자치구별 미니태양광 설치현황

⦁ ‘15 자치구별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에 따른 설치현황을 보면 노원구가 693개소로 가장 많이 설치함

⦁ 노원구는 「녹색이 미래다」라는 사업을 추진하며, 정책과제로 에너지전환이라는 주제와 부합하여 자치구 예산을 

높게 잡음

è 시민들에게 보급사업 홍보 및 지원해준 결과로 가장 많은 설치를 이끌어 낸 것으로 보임

연번 자치구명 설치개수 연번 자치구명 설치개수 연번 자치구명 설치개수

1 노원구 693 10 서초구 142 19 서대문구 105

2 구로구 453 11 광진구 140 20 강동구 103

3 양천구 448 12 종로구 136 21 관악구 94

4 성북구 298 13 강북구 121 22 동작구 76

5 송파구 232 14 중구 119 23 성동구 74

6 동대문구 202 15 강서구 117 24 강남구 73

7 은평구 167 16 영등포구 113 25 용산구 62

8 도봉구 153 17 중랑구 109
계 : 4,486개소

9 마포구 148 18 금천구 108

※ 2016. 2. 15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보도자료

<표 3.4> 자치구별 베란다형 설치현황

 v 서울시내 설치된 태양광 발전효율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 건축물에 설치된 태양광을 1,2차로 나눠 100건의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건물형과 베란다형의 실제 

발전량 데이터 확보

- 건물형 15건, 미니태양광 85건의 데이터를 확보하였으며, 건물형 3건, 미니태양광 23건에서 오류 데이터 발생

è 오류 원인으로는 건물형의 경우 낙뢰에 의한 인버터 고장, 미니태양광의 경우에는 해가 저문 늦은 밤 중에도  

발전량이 계속 증가하는 등의 계측 오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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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류 데이터를 제외한 설치용량은 총 987.6kW이며, 건물형이 971.4kW, 미니태양광이 16.2kW로 이에 대한 

연간발전량 예측

- 최적설치(설치각도: 30°, 방위: 남향, 음영: 0%)를 100% 발전으로 봤을 때 1,134MWh 발전해야 하지만 

실제 발전량을 합산 해보면 879MWh로 약 77% 수준

- 현장조사 결과 미니태양광은 약 44% 효율로 설치되어 있으며, 건물태양광은 약 78% 효율로 설치

⦁ 건물형은 옥상설치 시 일반적으로 효율이 높게 설치 되지만, 현장조사 건 중 수직 설치된 건물일체형(BIPV)도 포함

되어 효율이 낮게 나타났으며, 미니태양광은 안전상의 문제로 설치각도가 제한되어 발전효율이 낮음

è 급증하는 미니태양광의 안전문제를 해결한 제품 개발 및 신축건축물에 설치 가능하도록 설계 등 방안 필요

현장조사 건물형 미니태양광 계

설치개수 15개 85개 100개

총 설치용량 981.962kW 23.08kW 1005.042kW

오류데이터 제외 

설치용량
971.402kW 16.26kW 987.662kW

최적설치시

예측발전량
1,107,980kWh 26,042kWh 1,134,022kWh

실제 발전량 867,433kWh 11,340kWh 878,773kWh

발전 효율 78% 44% 77%

※ 예측발전량은 PVsyst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활용 

<표 3.5> 현장조사 데이터를 이용한 효율 현황

 v 현장조사로 얻은 사용자 의견

⦁ 일사시간이 상대적으로 낮은 공동주택의 저층부에서 낮은 발전량으로 불만 발생

⦁ 발전량 계측기의 데이터 오류로 인한 신뢰성 저하 

⦁ 태양광 설치 후 생산한 전력량보다 전력요금을 알고싶어 함 

⦁ 계측기 설치 위치(침대 밑, 옥상 등)에 의한 데이터 확인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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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태양광 효율에 미치는 요소

3.2.1 태양광 효율 증감 요소

⦁ 태양광은 전력을 생산하는데 있어 설치조건(방위, 각도), 그림자, 모듈 표면온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음

- 설치각도 : 태양광의 설치각도는 30°에 가까울수록 효율이 높으며, 베란다 설치의 경우에는 수직으로 설치할

수록 효율 저하

- 방위각 : 정남향에 가까울수록 발전량이 높으며, 방위각이 정남향에서 틀어질수록 효율이 저하

- 음영(그림자) : 설치 된 태양광 주변의 시설물(옥탑공간, 조경 등)에 의해 음영 발생 시 전력 생산을 못하는 

치명적인 영향 초래

- 모듈 표면온도 : 태양광 모듈의 표면온도에 따라 발전 효율이 변화하며, 25°C보다 높아지면 효율 저하

⦁ 설치각도, 방위각에 따라 일사효율이 변하고, 그림자에 따라 광전효과의 여부가 결정되며, 묘듈 표면온도에 따라 

출력전압이 결정되기 때문에 효율 증감에 영향을 미침

구분 최적설치 음영(그림자) 모듈 표면온도

개념도

<표 3.6> 태양광 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2.2 시뮬레이션 선정

 v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비교

⦁ 태양광 발전량을 예측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비교한 연구 논문30)에서 PVsyst 프로그램이 다른 프로그램보다  

입력가능한 요소가 많음

⦁ C시 시청사의 건물을 대상으로 실제 발전량과 예측 발전량 비교 결과 PVsyst 프로그램이 가장 오차율이 적어 

실제와 가장 유사한 데이터를 얻음

è 논문 결과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PVsyst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 진행

30) 태양광 발전량 예측 도구별 입력 요소 분석 및 실제 발전량 비교에 관한 연구, 노상태,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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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SAM

(System Advisor Model)

RET

screen
PVSYST SOLAR PRO

모듈 종류 O O O O

모듈 크기 O X O X

모듈 수 O X O O

모듈 능력 O O O O

경사 O O O O

방위각 O O O O

면적 O X O O

효율 X O O O

<표 3.7> 태양광 시뮬레이션 프로그램별 입력 사항

구분 C시 시청사

사례

실제 연간발전량

(kWh)
116,418kWh

시뮬레이션 SAM RET screen PVSYST SOLAR PRO

연간 예측발전량

(kWh)
125,994 138,540 116,837 110,850

차이

(kWh)
+9,576 +22,123 +420 -5,568

오차율

(%)
8.2 19.0 0.3 4.7

<표 3.8> PVsyst를 이용한 실측값과 예측값 비교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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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요소별 시뮬레이션 설정조건 

⦁ 태양광 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시뮬레이션으로 비교 분석하기 위해 설정 조건을 제시

- 각 요소별(설치각도, 방위, 음영비율 등) 변화에 따른 효율과 발전량을 알아보기 위해 최적설치에서 하나의 

조건씩만 변경하여 시뮬레이션 실행

위/경도(˚) 설치각도(˚) 방위각(˚) 기상데이터

 37.57/126.97 0~90 180(북)~-135(북동)
 서울(MeteoNorm 7.1 

station)

시스템 종류 분석위치 음영피해 -

고정식 평지붕 ✕ -

<표 3.9> 시뮬레이션 설정 조건

⦁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태양광은 대표적인 제품(모듈 : H사, 인버터 : D사)을 적용하여 진행

- 태양광 어레이의 용량은 3kW로 설정하였으며, 모듈과 인버터의 제품 사양을 직접 입력하여 데이터 확보 

모듈

종류 정격용량(Wp) 개방전압(V) 단락전류(A)

단결정 250 37.29 8.661

최대전압(Vmpp) 최대전류(Impp) 셀 갯수 온도계수(%/℃)

30.63 8.163 60 0.040

모듈 갯수(직렬*병렬) 길이(mm) 너비(mm) 두께(mm)

3✕4 1,670 1,000 35

인버터

정격용량(kW) 최대입력전류(A) 정격출력전압(V) 최대개방전압(V)

3 450 360 450

주파수(Hz) 최대효율(%) - -

50/60 95.24 - -

<표 3.10> 모듈, 인버터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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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설치요소별 발전량 분석

3.3.1 설치각도

 v 시뮬레이션 개요

⦁ 설치각도(경사각)를 0~90°까지 10° 간격으로 분석하여 발전량, 설비 이용률, 발전율을 비교 검토

구분 개념도 모델링

모습

<표 3.11> 설치각도 시뮬레이션 개념도

 v 분석결과

⦁ 태양광의 설치각도가 30°에서 가장 많은 전력을 생산하고, 90°에서 가장 전력 생산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치각도에 의한 최대, 최소 발전율의 차이는 31.4%를 보임

è 설치각도 30°에 가장 근접한 설치 권장 및 수직설치 지양

구분
설치각도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연간발전량

(kWh)
2995.9 3197.3 3327.4 3385.3 3375.0 3294.1 3144.6 2930.8 2655.9 2322.5

설비

이용률(%)
11.4 12.2 12.7 12.9 12.8 12.5 12.0 11.2 10.1 8.8 

발전율(%) 88.5 94.4 98.3 100.0 99.7 97.3 92.9 86.6 78.5 68.6 

그래프

<표 3.12> 설치각도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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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서울시 태양광 설치각도

⦁ 일반적으로 건물부착형(BAPV)으로 설치되는 태양광은 크게 옥상설치와 베란다 설치로 구분

⦁ 옥상 설치의 경우 설치각도에 대한 제한이 없어 적절한 설치가 가능하지만, 베란다형의 경우에는 안전상의 문제로 

설치 가능한 각도가 제한적임

- 베란다형의 경우 구조적 안전 문제로 대부분 65~90°로 설치되며, 90°설치 시 효율이 가장 낮음

è 베란다형 미니태양광도 30°로 설치 가능하도록 제품 디자인, 구조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구분
현재

옥상형 베란다형

사례

30°설치 65~90° 사이로 설치

효과 최대의 효율로 전기 생산 30° 대비 효율 저하

<표 3.13> 서울시 설치각도 현황

 v 입면형 설치

⦁ 건물일체형(BIPV)은 디자인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외장재로 설치되어, 건물부착형(BAPV)에 비해 효율이 상대적으로 

낮음

구분 G시설 L동 G시설 T동

현황

위치 송파구 송파구

설치용량(kW) 358.856 247.104

설치년도 2008.11 2008.11

설치각도( ˚) 90 90

방위각( ˚) 195 192~240

음영피해 유무 ¡ ¡

청소상태 중 중

설비이용률(%) 7.93 7.74

<표 3.14> 입면형 설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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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방위각

 v 시뮬레이션 개요

⦁ 방위각을 45°별(8방위)로 분석하여 발전량, 설비 이용률, 발전율을 비교 검토

구 분 개념도 모델링

모습

<표 3.15> 방위별 시뮬레이션 개념도

 v 분석결과

⦁ 태양광의 방위각이 남향(0°)에서 전력을 가장 많이 생산하고, 북향에서 전력생산을 가장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방위각에 의한 최대, 최소 발전율의 차이는 36.6%를 보임

è 옥상설치의 경우 남향설치를 의무화 하며, 베란다형의 경우 방위각이 정해져있어 효율을 높일 방안 마련 필요

구 분
설치방위

180˚(북) 135˚(서북) 90˚(서) 45˚(남서) 0˚(정남) -45˚(동남) -90˚(동) -135˚(북동)

연간발전량

(kWh)
2145.9 2356.3 2810.8 3209.2 3385.2 3229.4 2843.3 2390.9

설비 

이용률(%)
8.2 9.0 10.7 12.2 12.9 12.3 10.8 9.1 

발전율(%) 63.4 69.6 83.0 94.8 100.0 95.4 84.0 70.6 

그래프

<표 3.16> 설치각도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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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서울시 태양광 설치방위

⦁ 옥상 설치의 경우 설치 방위 설정이 가능하지만, 베란다형의 경우에는 건물방향에 따라 설치 방위 결정

- 베란다형의 경우 대부분 동~남~서향 사이로 설치되며, 북향에 가까울수록 효율이 낮음

è 베란다, 입면형의 경우 설치방위에 의한 효율감소를 설치각도, 모듈 표면온도 등으로 해결 할 방안 마련 필요

구분
현재

남향 동향 서향

사례

0°(정남향)설치 0~-90° 사이로 설치 90~0°도 설치

효과 최대의 효율로 전기 생산 일사시간 감소

<표 3.17> 설치방위별 효과

구분
현재

옥상형 베란다형

사례

남향에 맞춘 설치 건물향에 따른 설치

효과 최대의 효율로 전기 생산 가능 남향 건물을 제외한 효율 저하

<표 3.18> 서울시 설치방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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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음영

 v 시뮬레이션 개요

⦁ 음영비율을 10%씩 증가시켜 분석하였으며, 발전량, 설비 이용률, 발전율 비교 검토

구분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모델링

개념도

연간

발전량

(kWh)

3,385.2 2,788.8 2,529.8 2,215.0 1,481.3 1,252.4 1,019.2 465.3 244.0 76.4

설비

이용률(%)
12.9 10.6 9.6 8.4 5.6 4.8 3.9 1.8 0.9 0.3

발전율(%) 100 82.4 74.7 65.4 43.8 37.0 30.1 13.7 7.2 2.3

<표 3.19> 음영비율별 발전율

 v 분석결과

⦁ 음영비율 0%에서 가장 많은 전력을 생산하고, 음영 비율이 커질수록 전력생산 불가

- 태양광 패널에 음영 발생시 비율이 10% 발생 시 발전 효율이 17.6% 감소

è 태양광 설치 시 그림자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 유도 필요

 v 이격거리에 따른 음영 발생 비율 분석

⦁ 태양광과 태양광 또는 주변 인접 구조물과의 이격거리(그림자 발생)에 의해 발생하는 효율저하 비교 검토

- 배수별 최소이격거리 길이 값은 표 3-20의 시뮬레이션 적용 값을 토대로 도출

- 최소이격거리  ××tan

개념도 용어 시뮬레이션 적용 값

모듈길이(m) L 모듈길이(m) 3.06

모듈설치각도(˚) Tilt 모듈설치각도(˚) 30

위도(˚) Latitude 위도(˚) 37.57

최소이격거리(m) D 최소이격거리(m) 5.42

<표 3.20> 이격거리 검토조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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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도 적용 최소이격거리(m)

최소이격거리(1배) 5.42
0.5배 2.71
0.6배 3.25
0.7배 3.79
0.8배 4.33
1.2배 6.50
1.3배 7.04
1.4배 7.59
1.5배 8.13

<표 3.21> 이격거리 검토조건-2

구분
모델링

배치유형1 배치유형2

모습 배치유형3 배치유형4

<표 3.22> 태양광 배치유형

v 분석결과

⦁ 배치유형별 최소이격거리 검토 결과 계산식에 의한 1배 거리보다 길게 설치 할 경우 발전량의 차이는 미미하나 짧게 

설치 한 경우에는 배치 유형에 따라 발전효율의 차이 발생

è 태양광 설치 시 이격거리(1배 이상) 준수하여 설치 권장

구 분 0.5배 0.6배 0.7배 0.8배 1배 1.2배 1.3배 1.4배 1.5배

1

연간 발전량 5,587 5,935 6,237 6,397 6,618 6,698 6,698 6,698 6,698
설비 이용률(%) 10.6 11.3 11.9 12.2 12.6 12.7 12.7 12.7 12.7 

음영비율(%) 약 10% 약 5% 약 4% 약 2%  0%
발전율(%) 84.4 89.7 94.2 96.7 100 100 100 100 100

2

연간 발전량 11,086 11,788 12,400 12,724 13,170 13,337 13,337 13,337 13,337
설비 이용률 10.5 11.2 11.8 12.1 12.5 12.7 12.7 12.7 12.7 

음영비율 약 10% 약 5% 약 4% 약 2% 약 1% 0%
발전율(%) 84.2 89.5 94.2 96.6 100 100 100 100 100

3

연간 발전량 16,579 17,641 18,559 19,046 20,076 19,968 20,025 20,053 20,075
설비 이용률 10.5 11.2 11.8 12.1 12.7 12.7 12.7 12.7 12.7 

음영비율 약 10% 약 5% 약 4% 약 2% 약 0%
발전율(%) 82.6 87.9 92.4 94.9 100 100 100 100 100

4

연간 발전량 15,414 16,811 18,042 18,673 20,038 20,038 20,038 20,038 20,038
설비 이용률 9.8 10.7 11.4 11.8 12.7 12.7 12.7 12.7 12.7 

음영비율 약 12% 약 10% 약 5% 약 4% 약 0%
발전율(%) 76.9 83.9 90.0 93.2 100 100 100 100 100

<표 3.23> 이격거리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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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이격거리 활용방법에 따른 비교 분석

⦁ 기존의 설치 이격거리 사이에 반대 방위각으로 패널을 추가로 배치하여 공간 최대 활용방식 분석

개념도

기존 제안1

설치 사례

영국 노르웨이 스위스

<표 3.24> 이격거리 활용방식

v 분석결과

⦁ 발전율은 원안이 제안보다 높지만, 연간 발전량은 공간을 활용하여 패널을 추가 설치한 제안이 더 많은 전기를 생산

è 정해진 공간 내에서 사선제한, 일조권 등에 위법되고,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설치 될 경우 권장

구분
배치유형1 배치유형2

원안 제안 원안 제안

모델링 개념도

연간발전량

(kWh)
6,618 8,593 13,170 17,185

설비 이용률(%) 12.6 10.9 12.5 10.9

발전율(%) 97.8 84.6 97.3 84.6

<표 3.25> 태양광 배치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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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모듈온도

 v 모듈 표면온도가 효율에 미치는 영향

⦁ 모듈 표면온도에 따라 태양광 발전 효율이 상이하며, 25°C 이하가 적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1°C씩 증가할수록 0.5%씩 

효율이 감소

⦁ 모듈 온도를 낮춰 적정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옥상녹화, 쿨루프, 순환펌프 연계 방식이 존재

구분 모듈 표면온도변화에 따른 특성31) 물 분사 사례32)

내용

도출내용
1℃상승 할때마다 0.5%의 효율 감소

적정 모듈표면온도 25℃이하

표면온도 저감 방안으로 물을 분사하여 모듈 

온도를 낮추는 방식 개발

<표 3.26> 모듈 온도변화에 따른 특성

 v 옥상녹화 태양광 시스템

⦁ 옥상녹화 시 높은 증발량과 냉각효과로 옥상 바닥면에서 올라오는 반사열을 감소시켜 효율을 증대하여 더 많은 

전력를 생산

구분 태양광 시스템 옥상녹화 연계형 태양광시스템

개념도

장점

- 낮은 설치비

- 시공 용이

- 관리 용이

- 높은 수분 보유력

- 높은 증발량과 냉각효과

- 최소 표면방전

단점

- 낮은 수분 보유력

- 낮은 증발량

- 높고 빠른 표면 방전

- 하부 식생관리 필요

- 옥상녹화 연계로 높은 설치비

<표 3.27> 태양광 시스템의 비녹화, 녹화 비교

31) PLANNING AND INSTALLING PHOTOVOLTAIC SYSTEMS, The German Energy Society, 2008
32) 물분사를 통한 효율증진 사례, http://www.solartodaymag.com/news/news_print.asp?idx=2350&path=A&part_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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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옥상녹화 시공기술 방식

⦁ 태양광의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해 옥상녹화 연계형으로 설치 시 시공 방식은 기초공사 방식과 모듈화 방식으로 분류

- 기초공사 방식 : 면적대비 설치용량 극대화가 가능하지만 열교 및 방수 하자 발생 가능

- 모듈화 방식 : 모듈을 기존 옥상 위에 설치하여 토양으로 하중을 지지하며, 저수, 배수, 방수 등이 가능하여 효과적

구분 기초공사 방식 모듈화 기술 방식

사례

 

<표 3.28> 옥상녹화 시공방식 분류

 v 모듈화 방식 설치사례

V형 프레임 거치대형

구분 거치방식 옥상녹화 유형 식생종류

설치유형

자중식 저관리 경량형 세덤류, 잔디, 허브, 야생꽃

설치형태

설치높이(mm) 780

설치간격(mm) 1,450

설치각도(˚) 15

설치사례

설치용량 246

설치년도 2015

식생류 세덤류

설치위치 평지붕 설치전경 설치확대모습

<표 3.29> 옥상녹화 모듈 방식 설치사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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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거치대형33)

구분 거치방식 옥상녹화 유형 식생종류

설치유형

자중식 저관리 경량형 이끼 및 세덤류

설치형태

설치높이(mm) 700

설치간격(mm) 2,350

설치각도(˚) 30

발전량

테스트 시점 2002

위치 홍콩

설치각도(˚) 30

발전량 차이(%) 8.3

표면온도 분포(℃) 55~75

효율 개선(%) 10~20

설치사례

설치면적(㎡) 320

설치년도 2013

식생류 세덤류

설치위치 옥상
설치모습1 설치전경2

<표 3.30> 옥상녹화 모듈 방식 설치사례-2

33) Sun-Root System, http://www.greenrooftechnology.com/Solar_PV_Greenroo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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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임 거치대형34)

구분 거치방식 옥상녹화 유형 식생종류

설치유형

자중식 저관리 경량형 세덤류

설치형태

설치높이(mm) 1,200

설치각도(˚) 25,30,45

건조시 

녹화자중(kg/㎡)
94

습윤시

녹화자중(kg/㎡)
120

온도비교

측정시점(월) 7

측정시간(h) 24

대기온도 변화(℃) 16~25

모듈 

표면온도변화(℃)
16~40

옥상녹화형 모듈 

표면온도변화(℃)
16~27

표면온도 차(℃ 0~13

설치사례

설치면적(㎡) 8,600

설치년도 2011

식생류 세덤류

설치위치 옥상
설치전경 설치확대 모습

암스테르담 스키폴 공항

<표 3.31> 옥상녹화 모듈 방식 설치사례-3

34) SolarVert, http://www.zinco-greenroof.com/EN/index.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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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상녹화가 태양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옥상 표면온도, PV 표면온도, 식생에 따른 온도 차이 등을 비교한 

다수의 연구에서 옥상녹화 시 모듈의 효율이 상승하는 연구 결과를 나타냄

구 분 세부내용

1

§  옥상녹화시스템의 기온조절효과와 태양광발전효율간의 상호연관성 규명을 위한 전산해석연구
- 박성은 외 1명, 한국태양에너지학회 논문집 33(4), 2013.8, 70-79

 è 녹화/비녹화면 온도비교
측정시기 도출항목 값
6월 전체 녹화/비녹화 평균 옥상표면온도차(℃) 4.35
6월 전체 녹화/비녹화 평균 대기온도차(℃) 4.63

6월 일조집중시간(12~15시) 녹화/비녹화 평균 대기온도차(℃) 9.19

2

§ 옥상녹화의 온도저감 효과에 따른 PV효율 변화에 대한 연구
- 김지수, 세명대학교 학위논문, 2011
è 녹화/비녹화면 온도비교

측정시기 도출항목 값

9월 

16~18,26,28~30일(7일)

- 12시 ~ 16시

녹화/비녹화 평균 옥상표면온도차(℃) 3.66
녹화/비녹화 평균 대기온도차(℃) 4.5

녹화/비녹화 평균 PV표면온도차(℃) -전면 4.90
녹화/비녹화 평균 PV표면온도차(℃) -후면 4.26

è 녹화/비녹화면 발전량 및 금액비교(3kW설치 가정 후 발전량 및 발전금액 도출)

모듈 종류 도출항목 값

다결정
효율상승(%) 17.9

추가생산량(kWh) 52.8
발전 금액(원/월) 32,940

단결정
효율상승(%) 13.9

추가생산량(kWh) 68
발전 금액(원/월) 38,760

3

§ 표면온도 알고리즘을 통한 옥상녹화통합형 태양광시스템의 출력 모니터링 연구
 - 박상연 외 1인,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논문집 15(1), 2015.2, 89-9
è 녹화/비녹화면 온도비교

측정시기 도출항목 값

10월 4일
12~15시 녹화/비녹화 평균 대기온도차(℃) 4.4

17시 녹화/비녹화 최고 대기온도차(℃) 7.1

10월 5일
12~15시

녹화/비녹화 평균 PV표면온도차(℃) 5.8
녹화/비녹화 평균 옥상표면온도차(℃) 13.4

13시
녹화/비녹화 평균 PV표면온도차(℃) 8.4
녹화/비녹화 평균 옥상표면온도차(℃) 17.1

4

§ 옥상녹화 시스템과 PV 발전간의 상관성 규명을 위한 모니터링 연구
  - 조한보, 상명대학교 학위논문, 2014
è 식생별(수호초, 섬기린초, 돌나물) 온도저감 비교

측정시기 도출항목 값
10월 12일 수호초(26.4℃)와 나머지 식생 온도차(℃) 2.1~2.5
10월 13일 섬기린초(28.5℃)와 나머지 식생 온도차(℃) 0.9~1.3
10월 14일 수호초(30℃)와 나머지 식생 온도차(℃) 1.7~2.6

è 순간전력과 미기상 변인간의 상관분석(상관계수*)
  - 일사량, 풍속, 기온, 토양표면온도, 모듈표면온도는 순간전력과 유의성이 있음

구분 순간전력 모듈표면온도 토양표면온도 상대습도 일사량 기온 풍속
순간전력 1 0.971 0.894 -0.778 0.997 0.779 0.632

<표 3.32> 옥상 녹화 유무에 따른 태양광 시스템 연구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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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현장조사 사례

⦁ 실제 태양광이 옥상녹화 연계형으로 설치 된 아파트의 실측 발전량과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일반옥상 조건으로 

예측한 발전량 비교결과 옥상녹화 연계형이 더 높은 효율을 보임

⦁ 태양광만 설치한 옥상보다 옥상녹화를 함께 설치한 곳이 설비이용률이 높아 더 많은 전기 생산

구 분 강남 데시앙포레(실측) 강남 데시앙포레(시뮬레이션)

현장사진

설치용량(kW) 10.83 10.83

설치년도 2014.08 2014.08

설치각도(˚) 14.65 14.65

방위각(˚) 187(남) 187(남)

음영피해 유무 ✕ X

청소상태 상 상

모니터링 유무 ✕ X

옥상녹화 유무 ¡ X

설비이용률(%) 17.9 14.7

구 분 금천구청 해누리타운

현장사진

설치용량(kW) 36.5 50.4

설치년도 2012.02 2010.11

설치각도(˚) - 8

방위각(˚) 164(남남동) 140(남남동)

음영피해 유무 ¡ ¡

청소상태 상 하

모니터링 유무 ¡ ¡

옥상녹화 유무 ¡ ¡

설비이용률(%) 15.2 10.7

<표 3.33> 옥상녹화 유무에 따른 효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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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평지붕형 하부 식생형

현장사진

설치용량(kW) 3.12 3

설치년도 2016.09.21 2014.08.20

설치각도( ˚) 25.2 27.3

방위각( ˚) 170(남) 173(남)

음영피해 유무 ✕ ✕
청소상태 상 상

옥상녹화 유무 X O

설비이용률(%) 12.38 15.39

<표 3.34> 옥상녹화유무에 따른 현장데이터

 v 설치시 유의사항

① 적정 식생설치35) 

⦁ 태양광 하부는 햇빛을 받지 못하고 관리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식생 선정이 중요

② 관리요구도에 따른 식생 유형

⦁ 태양광 하부에 설치 식생을 설치하기 위한 유형은 크게 3가지로 분류

- 관리조방형(Extersive Rooftop Greening) : 유지관리도를 최소화한 유형

- 단순관리형(Simple Intensive Rooptop Greening) : 관리집약형과 관리조방형을 혼합한 유형

- 관리집약형(Intensive Rooftop Greening) : 지속적이고 집약적인 관리 요구되는 유형

è 3가지 유형 중 태양광 하부에는 관리가 많이 요구되지 않고 토심 깊이가 깊지 않은 관리조방형이 적합

35) 인공지반부 도시생태계 적응, 관리 기술개발(환경정책기반공공기술개발사업 최종보고서), 환경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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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FLL*에 따른 옥상녹화 형태와 토심에 따른 식재유형(cm)

4 8 10 12 15 20 25 30 35 40 45 50 60 70 80 90 100

관

리

조

방

형

이끼-세덤

세덤-이끼-초화류

세덤-초화류-잔디류

잔디류-초화류

단

순

관

리

형

잔디류-초화

야생관목-잡목숲

잡목숲-관목

잡목숲

관

리

집

약

형

잔디

작은 관목-잡목숲

중간 관목-잡목숲

높은 관목-잡목숲

큰 덤불숲과 작은 교목

중간 교목

높은 교목

<표 3.35> 식생 관리유형에 따른 토심깊이

구 분 식 생

관리

조방형

10cm미만
기린초, 태백기린초, 애기기린초, 바위솔, 돌나물, 땅채송화, 사철채송화, 섬백리향, 세덤, 둥근잎꿩의 비름,

제주양지꽃, 두메부추, 종지나물, 조개나물, 아주가, 상록패랭이, 매발톱꽃, 한라구절초,꽃잔디 등

10cm이상 

20cm미만

구절초, 층꽃나무, 타래붓꽃, 벌개미취,쑥부쟁이, 돌미나리, 금꿩의다리, 범부채, 애기원추리, 독일붓꽃, 할미

꽃 등

<표 3.36> 태양광 하부에 유리한 관리조방형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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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서울 지역에 따른 적합 식생류

구 분 중부/서울 적합 식재식물

관리조

방형

세

덤

류

자생종 돌나물, 섬기린초, 애기기린초, 기린초, 둥근잎꿩의비름, 큰꿩의비름, 백두산기린초, 남도기린초, 꿩의비름

외래종
은청세덤, 분홍세덤, 애기솔세덤, 비단세덤, 자주꿩비름, S.reflexum, S.album, S.rupestre, 

S.sexangulare, S.acre

잔디류
잔디, 지브라, 참억새, 보리사초, 블루그라스, 억새, 상록갈사초, 수크령, 금강사초, 억새-모닝라이트, 무늬

억새, 무늬갈대, 해변무늬사초, 황금억새

초화류

꽃범의꼬리, 노랑꽃창포, 돌단풍, 매발톰꽃, 맥문도, 물싸리, 부들, 붓꽃, 비비추, 수호초, 바위취, 수련, 

쑥부쟁이, 옥잠화, 원추리, 벌개미취, 부처꽃, 실유카, 루드베키아, 작약, 서양톱, 라벤더, 헬리오트러프, 

로즈마리, 레몬제라늄, 램스이어, 모나르다, 한련화, 제비꽃, 펜지, 히야신스, 차이브, 타임, 눈개승마, 무

스카리, 은쑥, 하늘매발톱, 갯모밀, 수선화, 금잔화, 초롱꽃, 개미취, 클레마티스, 창포, 감국, 관중, 꼬리

풀, 꽃딸기, 범부채, 분홍바늘꽃, 숙근플록스, 용담, 우단동자, 층꽃, 코스모스, 페퍼민트, 지면패랭이, 산

국, 꽃향유, 해국, 상록패랭이, 마가렛, 무늬둥굴레, 털머위, 가우라, 숙근사루비아, 리아트리스, 은방울

꽃, 고사리, 좀부들, 금남화, 금불초, 꿀풀, 노랑원추리, 노루오줌 외 60 여종

<표 3.37> 중부지역에 적합한 식생 종류

⦁ 옥상녹화와 태양광 패널의 상관성 규명을 위해 모니터링한 연구36) 에서 식생에 대한 특성을 살펴보면 세덤류와 

초화류가 내건성, 내한성, 내서성 등이 강하여 옥상녹화에 적합

- 세덤류 : 건조지에 매우 강하여 옥상녹화 식물로 많이 심으며, 탁월한 재생력으로 겨울엔 실내공기가 새지 

않도록 “단열재” 역할

구 분 돌나물 금강애기섬기린초 큰꿩의 비름

사진

광조건 강 강 강

수분요구도 적음 적음 적음

양분요구도 적음 적음 적음

<표 3.38> 세덤류 특성

36) 조한보, 김태한; “옥상녹화 시스템과 PV 발전간의 상관성 규명을 위한 모니터링 연구”, 석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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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화류 : 꽃이 피는 풀로 한해살이 화포라고 하며, 1년 이내에 개화하여 일생을 마치는 화훼

구 분 꽃잔디 벌개미취 무늬비비추

사진

광조건 강 강 강

수분요구도 적음 적음 적음

양분요구도 적음 적음 적음

<표 3.39> 초화류 특성

④ 옥상녹화 설치시 안전상 유의점

è 옥상녹화 시 안전관리를 위한 전선 매립위치 확인을 위한 표시 및 덕트 재질의 규제가 필요

표식 전선관리

전선 매립위치 표시 옥상녹화 연계시 전선관리 주의(전선덕트 재질 규제)

<표 3.40> 옥상녹화시 안전유의사항

 v 조경면적

① 적용대상

⦁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

⦁ 건축물의 옥상에 조경기준에 따라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옥상부분 조경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을 조경면적으로 산정 가능(조경면적으로 산정하는 면적은 조경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 할 수 없음)

구 분 조경면적 기준

연면적 합계 2,000㎡ 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5% 이상

연면적 합계 1,000㎡ 이상 2,000㎡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 이상

연면적 합계 1,000㎡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5% 이상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54조3항에 따른 학교 이적지 안의 건축물 대지면적의 30% 이상

<표 3.41> 서울시 조경면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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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세부내용

1 ž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2 ž 면적 5,000㎡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3 ž 연면적의 합계가 1,500㎡ 미만인 공장

4 ž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공장

5
ž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 등의 조치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조경 등의 조

치를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6 ž 축사

7 ž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

8
ž 연면적의 합계가 1,500㎡ 미만인 물류시설(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하는 것

9 ž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류」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보전지역·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의 건축물

10 ž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표 3.42> 조경이 필요없는 시설

② 관련근거

⦁ 「건축법」 제 42조제1항

 v 생태면적률

⦁ 생태적 기능의 정량적 평가를 통한 대상지 환경의 질적 수준 개선 및 도시 생태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유도하기 

위한 지표

① 관련근거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 온

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국민의 복리 향사에 기여함을 목적

으로 함)

⦁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4항에서 위임된 녹색건축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인증유효기간, 수수료,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 녹색건축물 인증기준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 2016-341호, 환경부고시 제2016-110호)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 11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 6조제2항, 제 8

조제1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제3항, 제12조제3항, 제13조, 제14조제1항·제2항·제4항, 제15조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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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산출방법

구 분 세부내용

평가목적
토지의 피복 변화에 따른 대지의 생태적 기능(토양 순환, 빗물 순환, 공기 및 기후조절, 서식처 기능 등) 변화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도시기후변화 등 도시생태 문제의 예방과 생태적 건전성 향상 도모

평가방법
대지의 공간(피복)유형을 구분하고, 각 공간(피복)유형에 해당 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생태면적의 합과 전체 대지면적의 

비율로 평가

산출순서

① 제출된 설계도면을 확인하여 배치도 상의 공간유형 구분

② 구분된 피복유형과 식재유형으로 생태면적률 산출

③ 급수에 따른 가중치 확인 후 배점을 곱하여 평점 산출

<표 3.43> 생태면적률

구 분 세부내용

공간유형

피복유형 계수 공간(피복)유형 설명
1 자연지반녹지 1.0 자연지반에 자생하거나 조성된 녹지

2 수공간(투수기능) 1.0
지하수 함양 기능을 가지는 수공간

바닥에 차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수공간의 경우에는 계수 0.5

3 인공지반녹지≥90㎝ 0.7
유효 토심이 90㎝ 이상인 인공지반 상부 녹지

토심이 90cm미만인 경우에는 계수 0.5 (단, 최소 토심 40cm)

4 옥상녹화≥40㎝ 0.6
유효 토심이 40㎝ 이상인 다층구조 녹화가 적용된 공간

토심이 40cm미만인 경우에는 계수 0.4

5 투수포장(식재포함) 0.4
순수포장면적이 50% 이상인 경우 또는 식재가 적용되지 않는 경

우에는 계수 0.2 (불투수포장의 경우에는 계수 0

6 벽면녹화 0.3
녹화된 벽면이나 옹벽(담장) 등 창이 없는 벽면이나 옹벽의 녹화,

최대 10m 높이까지만 산정(단, 최소 토심 20cm)

7
저류침투 시설 

연계면
0.1 지하수 함양을 위한 우수침투시설 또는 일시적 저류시설 연계 면

식재유형

식재유형 계수 식재유형 산정 시 유의사항

8

수고 환산면적

0.1

낙엽교목으로 H>4m, B>12cm 또는 R>15cm

상록교목으로 H>4m, W>2m 2주 인정

낙엽교목으로 H>5m, B>18cm 또는 R>20cm

상록교목으로 H>5m, W>3m 4주 인정

낙엽교목으로 H>5m, B>25cm 또는 R>30cm

상록교목으로 H>5m, W>5m 8주 인정

수고 1.5m 이상 관목의 경우에는 환산면적 0.3의 50%로 인정(0.15)

0.3~1.5m 0.1

1.5~4.0m 0.3

4.0m이상 3.0

산출식
생태면적률(%) = 전체대지면적

피복유형별환산면적 식재유형별환산면적 
×

* 피복유형별 환산면적 = 자연순환기능 면적 = ∑ 피복유형별 면적 × 계수 

** 식재유형별 환산면적 = 식재특성 면적 = ∑ 식재 개체수 × 환산면적 × 계수 

가중치

구 분 생태면적률(%) 가중치
1급 생태면적률이 55% 이상인 경우 1.00
2급 생태면적률이 45% 이상 55% 미만인 경우 0.75
3급 생태면적률이 35% 이상 45% 미만인 경우 0.50
4급 생태면적률이 30% 이상 35% 미만인 경우 0.25
5급 생태면적률이 10% 이상 30% 미만인 경우 0.10

<표 3.44> 산출방법(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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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내용

공간유형

피복유형 계수 공간(피복)유형 설명

1 자연지반녹지 1.0 자연지반에 자생하거나 조성된 녹지

2 수공간(투수기능) 1.0
지하수 함양 기능을 가지는 수공간

바닥에 차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수공간의 경우에는 계수 0.5

3 인공지반녹지≥90㎝ 0.7
유효 토심이 90㎝ 이상인 인공지반 상부 녹지

토심이 90cm미만인 경우에는 계수 0.5 (단, 최소 토심 40cm)

4 옥상녹화≥40㎝ 0.6
유효 토심이 40㎝ 이상인 다층구조 녹화가 적용된 공간

토심이 40cm미만인 경우에는 계수 0.4

5 투수포장(식재포함) 0.4
순수포장면적이 50% 이상인 경우 또는 식재가 적용되지 않는 경

우에는 계수 0.2 (불투수포장의 경우에는 계수 0

6 벽면녹화 0.3
녹화된 벽면이나 옹벽(담장) 등 창이 없는 벽면이나 옹벽의 녹화,

최대 10m 높이까지만 산정(단, 최소 토심 20cm)

7
저류침투 시설 

연계면
0.1 지하수 함양을 위한 우수침투시설 또는 일시적 저류시설 연계 면

식재유형

식재유형 계수 식재유형 산정 시 유의사항

8

수고 환산면적

0.1

낙엽교목으로 H>4m, B>12cm 또는 R>15cm

상록교목으로 H>4m, W>2m 2주 인정

낙엽교목으로 H>5m, B>18cm 또는 R>20cm

상록교목으로 H>5m, W>3m 4주 인정

낙엽교목으로 H>5m, B>25cm 또는 R>30cm

상록교목으로 H>5m, W>5m 8주 인정

수고 1.5m 이상 관목의 경우에는 환산면적 0.3의 50%로 인정(0.15)

0.3~1.5m 0.1

1.5~4.0m 0.3

4.0m이상 3.0

산출식
생태면적률(%) = 전체대지면적

피복유형별환산면적 식재유형별환산면적 
× 

* 피복유형별 환산면적 = 자연순환기능 면적 = ∑ 피복유형별 면적 × 계수 

** 식재유형별 환산면적 = 식재특성 면적 = ∑ 식재 개체수 × 환산면적 × 계수 

가중치

<비주거용 건축물(일반건축물)>

구 분 생태면적률(%) 가중치

1급 생태면적률이 40% 이상인 경우 1.0

2급 생태면적률이 35% 이상 40% 미만인 경우 0.8

3급 생태면적률이 30% 이상 35% 미만인 경우 0.6

4급 생태면적률이 25% 이상 30% 미만인 경우 0.4

5급 생태면적률이 15% 이상 25% 미만인 경우 0.2

<학교시설>

구분 생태면적률(%) 가중치

1급 생태면적률이 55% 이상인 경우 1.00

2급 생태면적률이 45% 이상 55% 미만인 경우 0.8

3급 생태면적률이 35% 이상 45% 미만인 경우 0.6

4급 생태면적률이 30% 이상 35% 미만인 경우 0.3

<표 3.45> 산출방법(비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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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향후 옥상녹화+태양광 설계 반영 요소

⦁ 옥상녹화와 함께 태양광 설치 시 효율이 증대 되지만, 함께 설치하는 빈도가 낮음

⦁ 태양광 하부에 설치된 옥상녹화는 녹색건축 인증 항목37)에서 정의하는 자연의 순환기능을 가지는 토양 면적비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

è 향후 관리가 많이 요구되지 않는 관리조방형의 식물이 태양광 하부 옥상녹화에 설치되는 경우가 생태면적률 

산정여부에 허용 필요

구 분 내 용

1 우수의 증발산 및 냉각작용으로 인한 도시기후 조절 기능

2 대기 중의 미세분진 및 오염물질 흡착 기능

3 우수 투수, 저장 및 지하수 함양 기능

4 유기토양층 생성 및 오염물질 분해 기능

5 식물이나 동물의 서식처 제공 기능

<표 3.46> 녹색건축 인증에서의 생태면적률 정의

 v 쿨루프 연계형

⦁ 건물 지붕에 열을 반사하는 흰색 안료를 사용하여 옥상의 온도를 저감시켜, 태양광의 발전효율을 증대시키고 더 

많은 전력을 생산

구 분 쿨루프 연계형

개념도

<표 3.47> 쿨루프 연계형 개념

⦁ 쿨루프 현장 사례로 국외에서 태양광의 효율 증대를 위해 옥상 쿨루프 시공

⦁ 국내 현장 발전 데이터 비교 결과 쿨루프 설치 시 발전효율 증가

è 옥상녹화보다 시공이 용이한 쿨루프 설치를 활성화하여 태양광 모듈 향상 필요

37) 녹색건축 인증기준 해설서, 201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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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현장사진

설치위치 노스케롤리나

설치용량(kW) 94

설치면적(㎡) 9,383

설치구성

- 폴리스티렌폼 단열판

중공층 & 와이어메쉬

PV 모듈
설치모습1 설치모습2

<표 3.48> 쿨루프 연게형 사례-1

구 분 쿨루프 연계형

현장사진

설치용량(kW) 0.26 0.26

설치년도 2016.05.18 2016.08.08

설치각도( ˚) 33.5 32.5

방위각( ˚) 193(남) 198(남)

음영피해 유무 ✕ ✕
청소상태 중 중

설비이용률(%) 15.16 14.59

구 분 무방수형

현장사진

설치용량(kW) 0.26 0.26

설치년도 2016.08.04 2016.08.08

설치각도( ˚) 33.5 33.5

방위각( ˚) 199(남) 239(남서)

음영피해 유무 ✕ ✕
청소상태 중 중

설비이용률(%) 10.82 12.15

<표 3.49> 쿨루프 연게형 사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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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순환펌프 연계형

⦁ 태양광 모듈 주변으로 유체가 든 파이프를 설치하여 물을 순환시키며 태양광 표면온도를 낮춰 더 많은 전력을 생산

- 국내 설치 사례는 없으며, 미국에서 활성화되어 한국업체에서 적용 검토 중에 있으나, 미국의 경우 주택 부지 

내 수영장 물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활성화되어 한국업체에서 적용 검토 중에 있으나, 어려울 것으로 보임

è 국내에는 주택 내 수영장 있는 경우가 없어,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빗물저금통과 연계한 제품 개발 필요(우수 활용)

구분 효율 비교 개념도

사례

<표 3.50> 순환펌프 연계형 개념

⦁ 순환펌프를 이용한 사례 비교결과 효율이 약 40% 가량 증가하여 많은 전력을 생산하는데 효과적으로 보임

구분 현장 사진

용량 종류
275(설치모습1), 

280(설치모습2)

생산 태양열 3,400btu/hr(1kW)

태양열 분포 약 76 ~ 85℃

효율개선 20 à 60%
설치모습1 설치모습2

<표 3.51> 순환펌프 연계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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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건축물 태양광의 효율을 고려한 허용범위 설정

⦁ 현장조사로 얻은 발전량 데이터 및 설치 문제점을 시뮬레이션을 토대로 해결하기 위한 설치방안 제시 

3.4.1 태양광 설치를 위한 효율산정표 산출방법

v 효율산정 산출식

⦁ 허용범위(85%) = [설치각도 × 설치방위 × 음영율 × 온도효율] 의 식으로 설치된 태양광의 허용범위 예측 후 

적정 범위 이상일 경우 설치 허용하며 설치각도, 설치방위, 음영율, 온도효율에 대해서는 아래 함수식에 설치 시 

요소들의 값을 대입하여 산출

v 설치조건에 따른 산출 과정

⦁ 설치각도에 대한 효율 산정식 도출

- 시뮬레이션으로 얻은 설치각도별 발전률 데이터를 이용해 함수식 도출

구분 발전률

함수식   

설명력(R2) 0.9997

<표 3.52> 설치각도에 따른 발전률 함수식

⦁ 설치방위에 대한 효율 산정식 도출

- 시뮬레이션으로 얻은 설치방위별 발전률 데이터를 이용해 함수식 도출

구분 발전률

함수식      

설명력(R2) 0.9999

<표 3.53> 설치방위에 따른 발전률 함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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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영에 대한 효율 산정식 도출

- 시뮬레이션으로 얻은 음영비율에 따른 발전률 데이터를 이용해 함수식 도출

구분 발전률

함수식    

설명력(R2) 0.9904

<표 3.54> 음영에 따른 발전률 함수식

3.4.2 태양광 설치 허용범위 분석

⦁ 건축물에 설치되는 태양광의 허용범위를 설정하기 위한 설치각도와 방위각을 고려한 총 발전량과 설비이용률 비교

- 설치각도는 수직, 수평 설치와 옥상, 베란다에 주로 설치되는 각도를 비교

- 일반적으로 동·서향을 넘어 설치 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동·서향을 최대 방위각으로 설정하여 45° 간격으로 비교

- 음영 발생 비율 0%로 동일한 비교 조건 내에서 설치각과 방위각의 변경만으로 비교

단위 : kWh

        방위각

 설치각도
서향(90˚) 남서(45˚) 남(0˚) 남동(-45˚) 동(-90˚)

0 250.5 250.5 250.5 250.5 250.5

15 247.5 267.1 274.9 266.1 246.1

30 237.5 271.7 285.4 269.9 234.6

70 181.8 226.6 245.4 224.0 177.8

90 140.0 177.8 192.1 176.3 136.7

<표 3.55> 발전량 분석

단위 : %

        방위각

 설치각도
서향(90˚) 남서(45˚) 남(0˚) 남동(-45˚) 동(-90˚)

0 10.9 10.9 10.9 10.9 10.9

15 10.8 11.7 12.1 11.7 10.8

30 10.4 11.9 12.5 11.8 10.3

70  7.9  9.9 10.8  9.8  7.8

90  6.1  7.8  8.4  7.7  6.0

<표 3.56> 설비이용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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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적설치(30°, 정남향)대비 효율 비교

⦁ 최적설치 효율을 100%로 본 경우 90%는 우수, 85%는 보통으로 구분하여 건축물 태양광 설치 시 보통 수준 

이상으로 설치

단위 : %

      방위각  

 설치각도
서향(90˚) 남서(45˚) 남(0˚) 남동(-45˚) 동(-90˚) 효율 비교

0 88.5 88.5 88.5 88.5 88.5

15 86.4 93.6 96.8 93.6 86.4

30 83.2 95.2 100 93.6 82.4

70 63.2 79.2 86.6 78.4 62.4

90 48.8 62.4 68.6 61.6 48.0

<표 3.57> 발전 효율 비교

⦁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광의 발전 효율이 85% 이상의 성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설치 유도 

⦁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비율에 맞춰 용량을 산정 후 태양광의 설치

계획(설치각도, 방위각)을 고려하여 최적설치 대비 발전효율 효율산정표[부록 2]를 통해 예측

- 85~90%(보통) : 계획에 따라 태양광 설치

- 90%초과(우수) : 90%를 초과한 연간 발전량의 차이만큼 신재생에너지 설치용량 감소하여 설치 가능

<그림 3.1> 효율산정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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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① 신재생에너지 설치용량 100kW로 산정

② 설치각도 15, 방위각 남서(45°), 음영 0%로 설치 예정

③ 태양광 설치 조건 효율산정표 기입

④ 예측 효율 93.6%로 우수수준인 90%보다 3.6% 높음

⑤ 설치용량 3.6% 만큼 감소하여 설치

⑥ 신재생에너지 96.4kW만큼 설치

<그림 3.2> 효율산정 프로세스 예시 

⦁ 주변 건물 및 구조물에 의해 음영 발생 여부에 따라 효율산정표 또는 시뮬레이션 활용

- 효율산정표 : 주변 건물 및 구조물에 의해 음영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사용

- 시뮬레이션 : 주변 건물 및 구조물에 의해 음영 발생에 의해 효율저하가 의심되는 경우

è 이격거리 식을 토대로 음영산정만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 필요

<그림 3.3> 설치여부 적합검토 필요 

⦁ 향후 2030년까지 “다”급 이상 건축물(연면적 3,000㎡ 이상) 5% 의무 설치 시 1,491MW 설치 가능

- 현수준(77%) 대비 목표효율(90%) 설치 시 당인리 발전소 0.5기 수준만큼 전력을 연간 추가 생산 가능

- 현수준 대비 효율 85%로 설치 시 연간 약 134억원 절감 가능, 효율 90%로 설치 시 연간 약 219억원 절감 

가능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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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설치 및 유지관리 방안

3.5.1 기존 설치의 문제점 및 보완

 v 설치문제점

① 베란다형

⦁ 태양광에서 생산한 전력을 사용하기 위해 세대 내 콘센트에 연결해야하는데 이 과정에서 전선의 실내 유입을 위해 

창 프레임 천공, 태양광의 거치를 위한 걸쇠가 방충망을 훼손하는 등 다양한 문제 발생

⦁ 기존 건축물 설계 당시 미니태양광의 설치가 보편화되지 않아 설계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함

è 향후 건축물 설계 과정에서 미니태양광의 효율적인 설치를 위한 설계 필요

구 분 세부내용

사례

원인 창 프레임 천공에 대한 불만족 외부전선에 의한 미관저하 걸쇠(설치 고리)에 의한 방충망 훼손

<표 3.58> 베란다 설치 문제점

⦁ 고층 건물이 밀집해 있는 서울시에서 일조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저층부 설치로 발전량 저하 문제 발생

⦁ 저층부 태양광설치 대책마련 부족과 낮은 효율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부족

è 저층부에 거주하는 시민들도 태양에너지를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방안 마련 필요

구 분 베란다형

현장사진

설치층 1/20층 14/20층 18/21층

설치용량(kW) 0.26 0.26 0.26

설치년도 2016.04.12 2016.04.14 2016.04.13

설치각도( ˚) 72.2 70.2 70.3

방위각( ˚) 189(남) 188(남) 190(남)

음영피해 유무 ¡ ✕ ✕
청소상태 상 상 중

설비이용률(%) 3.56 10.48 12.15

<표 3.59> 설치높이에 따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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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콘솔형

⦁ 콘솔형의 경우 옥상, 경사지붕, 지반 설치가 가능하며, 경사지붕 및 지반 설치의 경우에는 음영 및 설치각도 등에 

의한 효율 감소와 안전 문제 발생

⦁ 서울시는 고층 건물이 밀집해 저층부는 효율이 감소하며, 경사지붕의 경우 설치 가이드라인이 정상 작동을 못함

è 서울시 내에서는 지반 설치를 지양하며, 경사지붕의 경우 지붕면과 평행하게 설치되도록 설치 기술 개발

구 분 경사지붕형 지반 설치형

현장사진

설치용량(kW) 0.26 0.26

설치년도 2016.10.06 2016.10.07

설치각도( ˚) 46.6 39.5

지붕각도( ˚) 12 -

방위각( ˚) 180(남) 133(동남)

음영피해 유무 ✕ ¡

청소상태 상 상

설비이용률(%) 12.36 8.48

<표 3.60> 지붕 및 지반설치 비교

 v 설치 시 문제점 해결방안

⦁ 미니태양광 설치를 위한 매립배관 설치로 창 프레임 천공에 대한 불만족 해소

⦁ 대다수의 아파트 저층부는 나무 또는 주변 건물 등으로 인해 음영이 발생하여 미니태양광 설치에 부적합한 공간

으로 저층부 시민을 위한 활용방안 모색

⦁ 실외기 및 피난구 공간을 활용하여 미니 태양광을 설치

구 분 보완 및 활용 방안

제안

세대별 매립배관 설치 저층부를 위한 코어부분 활용 실외기 및 피난구 공간 활용

<표 3.61> 문제점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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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미니태양광 발전량 계측기 문제점

⦁ 미니태양광 설치 시 태양광 패널+미니인버터+발전량 계측기가 세트로 설치되어지는데 설치된 발전량 계측기는 

현장답사 결과 데이터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오류 원인, 발생 시기와 실제 발전량 예측이 어려움

⦁ 기존 발전량 계측기는 누적 발전량 데이터만 로깅이 가능하며, 제대로 된 관리 없이 초기화 하는 경우 발전량 데

이터를 신뢰 하기 어려움

è 발전량 계측기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모듈, 인버터 뿐만 아닌 계측기도 보급관리 필요

구 분 문제점

사례

발전기간 6개월 동안의 발전량(8,082kWh) 5개월 동안의 발전량

원인 계측기 오류 발전량 초기화로 인한 데이터 불일치

<표 3.62> 발전량 계측기 오류내용

 v 미니태양광 발전량 계측기 보완

⦁ 와이파이 연동가능한 발전량 계측기 제품 개발로 발전량 관리 가능

è 일·월별 발전량 데이터 수집을 위해 스마트폰(어플리케이션)과 연동되는 스마트계측기로 장비 보급으로 서울시 

내 증가되는 미니태양광의 발전량 데이터 관리 필요(단, 세대 내 와이파이 공유기 필요)

구 분 보완 및 활용 방안

제안

스마트발전량계측기 일·월별 발전량 데이터 로깅(어플리케이션)

<표 3.63> 발전량 계측기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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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스마트 발전량 계측기 시범을 위한 추가 현장조사 실시

⦁ 스마트 발전량 계측기의 시범 사용을 위한 서울시 내 미니태양광을 설치한 30세대의 지원자 모집 후 발전량 

계측기 교체 설치

⦁ 스마트발전량 계측기 현장 측정결과 세대 내 와이파이 공유기의 신호가 약하여 데이터 전송 오류가 11건 발생

하였으며, 데이터 전송 오류로 발생으로 일별 데이터 전송이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

è 스마트 계측기를 활용한 데이터 수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여 상용화까지는 

수정 보완 필요

구분 설치 발전량 오류 데이터 전송 오류 설치 중단 태양광 고장

미니

태양광

베란다형 24 1 9 2 0

옥상형 6 0 2 0 1

구분 설치각도(°) 높이 설치용량(W)
발전용량(kWh)

4월 5월 6월

1 70 고 250 2.04 10.08 8.82
2 68.9 중 510 - - -
3 71.4 고 250 - - -
4 71.2 저 250 85.94 15.23
5 66.8 중 250 93.91 - -
6 67.9 고 260 59.59 - 309.51
7 67.5 고 250 15.53 - -
8 68.1 중 250 0.31 2.93 15.3
9 69.1 중 260 - - -
10 69.5 중 260 55.88 - -
11 70.4 고 260 1.22 24.45 10.83
12 83.2 중 250 5.64 2.88 3.88
13 71.1 저 250 18.19 5.9 3.85
14 72.7 고 500 51.93 17.21 7.85
15 74.2 고 250 38.47 49.6 28.12
16 72.2 중 250 10.22 6.67 17.32
17 73.5 저 250 87.36 33.24 1.1
18 71.3 고 250 0 10.33 -
19 69.4 중 250 9.21 32.97 47.73
20 68.3 저 260 9.2 - -
21 71.3 저 250 - - -
22 72.6 고 260 21.88 16.62 14.78
23 70.3 저 250 4.12 87.28 -
24 69.2 고 250 0.44 22.85 -
25 32.3 옥상 260 86.11 119.69 24.57
26 33.1 옥상 260 2.33 35.61 18.96
27 31.6 옥상 260 5.52 85.83 -
28 33.4 옥상 260 0 0 0
29 32.7 옥상 260 39.9 14.77 0.31
30 34.5 옥상 1,000 40.64 - 37.84

<표 3.64> 스마트 발전량 계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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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베란다형 설치방향 

 v 최적설치방안

⦁ 베란다에 설치되는 미니태양광의 설치 방위는 건물 향에 따라 결정됨으로, 설치각도를 조절하여 발전량을 극대화 

해야하는 실정

⦁ 구조적 안전문제를 해결한 태양광패널을 경사각 30°, 패널간의 음영이 발생하지 않는 제품 개발 및 활성화 필요

구분
설치각도

설치각도 이격거리

개념도

현실태 30°도 설치 가능하나 음영 발생 모듈이 줄어듬으로 효율 증대시킨 제품 개발 필요

<표 3.65> 베란다형 최적설치 모델 개념

 v 난간 일체형 태양광 시스템

⦁ 구조적 안전과 미관을 고려한 난간 일체형 제품이 개발되어 국내에서 생산은 가능하나 경제성이 부족하여 상용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필요 시 공사현장 및 발주자에 의해 주문제작하여 설치 중

⦁ 향후 효율이 증대된 제품 개발 시 활용 검토 필요

구 분 기본 난간 하부형 난간 일체형

개념도

설치사례

장점 설치 용이 조망권 확보 가능 미적 측면 우수

단점 구조적 문제 발생 가능 아래층 음영 발생
수직 설치로 발전량 저하

(최적설치 대비 약 32% 저하)

<표 3.66> 난간 일체형 태양광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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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제품 사양 일체형 베란다 태양광38)

태양광타입  - 베란다 난간 

정격전력  - 122W

연평균발전  - 약 100kWh

특이사항

 - 필요에 의한 주문제작 진행

 - 태양광 셀을 입힌 유리가 먼지에 쉽게 오염되어 

잦은 청소가 필요

<표 3.67> 일체형 설치사례

 v 차양형 태양광 시스템

⦁ 베란다 난간에 설치 시 전망 또는 공동주택에서 아래층 세대에 음영이 발생으로 일조권 피해 발생 가능

è 신축의 경우 베란다 상단부에 차양형으로 설치 가능하도록 설계단계에서부터 사전준비 필요

è 각 세대별 차양형 설치 가능한 구조물을 외벽에 설치하도록 법령 또는 서울시 조례를 개정하여 권장 또는 의무화 

필요

구 분 상단부 설치 방식 차양겸용 BIPV39)

개념도

설치위치

장점 인접 세대 음영피해 방지 계절별 최적의 전력 생산 가능 

단점 공동주택 설치 어려움 흐린날, 비오는날 발전량 낮고 실내 밝기 저하

<표 3.68> 차양형 태양광 개념

38) 공동주택의 제로에너지 설계 가이드라인
39) 진경일 외 1명, 발코니 설치식 가동형 차양겸용 BIPV 디자인과 성능연구, 한국태양에너지학회 논문집 30(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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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유지관리

⦁ 모듈 위 이물질이 쌓일수록 효율이 감소하며,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전력 생산에 취약

- 태양광의 효율을 최대화하기 위해 모듈의 주기적인 청소가 필요하며, 미세먼지도 효율감소의 원인으로 정부 

차원의 미세먼지 저감 노력 필요

구 분 먼지에 의한 효율 저하 사 례

그림

도출 내용40)

먼지 증착 밀도가 증가할수록 모듈의 출력 및 효율 감소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효율 감소 증대

먼지로 인한 전력손실 8.41% 확인

<표 3.69> 유지관리에 따른 효율성능

3.5.4 옥상녹화 연계형 태양광 시스템 활성화 방안

⦁ 옥상녹화 연계형 태양광 설치 유도

- 일반 방수 옥상 위 일체형(옥상녹화+태양광) 설치 시 옥상에 기초공사(앵커)를 하지 않아 방수 및 열교포인트 

발생하지 않으며, 단열재 토양이 단열재 역할을 수행하여 건물 내부의 열이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함, 또한 

시공이 단순하여 옥상녹화 연계형 태양광 설치가 유리

구분 기초공사 방식 태양광 옥상녹화 연계형 태양광

누수 
기초 부위 발생 가능

미발생

열교 단열재 역할

시공성 기초 시공으로 기간 소요 모듈제품(옥상녹화+태양광)으로 시공 편리

<표 3.70> 옥상녹화 연계형 태양광 섩치

⦁ 옥상녹화 설치 시 생태면적률 허용여부 : 태양광 하부의 식자재 및 녹화는 녹색건축 인증에서 허용하지 않음

è 녹색건축 인증 항목에서 태양광 하부의 조경면적을 생태면적률 산정에 가능하도록 허용 필요 

40) 오원욱 외 1인, 태양전지 모듈의 소일리에 의한 성능 저하, 한국태양에너지학회 논문집 35(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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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태양광 시스템의 발전 방안

4.1 서울시 허가⋅설치 기준

4.1.1 서울시 태양광 발전 허가기준 방향

 v 태양광 설치의 방향 수립

⦁ 태양광 설치를 검토할 절차가 부재하여 사용승인 이후 건축물의 태양광 설치를 검토할 절차 부재

è 태양광 시설은 용량/크기에 무관하게 공작물 축조 행위로 보고 배치도, 구조도 등을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

청장에 신고·허가를 얻는 방향으로 제도 유도

점검활동 제도 규제 필요성

옥상면적 초과 조망권 저해 안정성 및 통일성 저해

<표 4.1> 서울시 허가기준 방향

 v 점검활동을 고려한 태양광 설치

⦁ 작업자를 위험(감전, 화재 사고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점검활동로 

⦁ 태양광 화재 발생 시 대물피해와 인명피해 방지

è 효율 및 사고 대비를 위한 점검활동로 확보

v 태양광 제품의 KS인증제품 사용 유도

⦁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이 확산됨에 따라 태양광 제조업체도 급증하지만, KS 제품의 사용이 되는지 불확실

⦁ 태양광 모듈 제품에 KS 인증마크 표시 부재로 현장 확인 어려움

è KS 인증 획득한 태양광 발전제품 사용 의무화 및 제품 표시 유도

∎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제도 2003년에 도입, 시행

∎ 2015.7.29일부터 KS인증제도로 전환하여 시행(다수의 인증 획득을 위한 기업의 부담과 소비자의 혼란을 해소

하기 위한 정부의 인증통합 정책 방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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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건축물 태양광 설치 허가기준 부재

⦁ ‘건축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기준 가이드라인(2014.04)’ 녹색에너지과에서 수립한 기준이 있으나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고, 건축 인허가 과정과 분리 추진되어 확대 한계

è 서울시 내 건축물 태양광 설치 시 건축 허가기준(공작물 설치)과 맞추어 효율·안전·경관을 고려한 설치 가이드

라인 방향 수립

<건축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기준 가이드라인 적용대상>

∎ 건축물 상단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대상, 서울시 주택태양광 자체지원사업 대상 

∎ 서울시 산하 공공 건축물 및 시설물

순번 구 분 개정 후

1 건축계획 심의 - 우수 디자인의 경우 효율 완화를 위한 심의
2 태양광 설치허가 신청 - 자치구 건축인허가 부서에 신청서 제출

3 신청서 검토·심사

- 태양광 설치 가이드라인에 따른 신청 서류 검토·심사

- 관련부서 협의

구분 세부내용

건축과
건축법 관련 저촉여부

태양광 일사 및 경관 침해 여부

녹색에너지과
태양광 발전 효율 달성 여부

계통연계 및 적정 제품 사용 여부
기타 소방안전 여부

4 태양광 설치허가서 교부 - 해당 부서 서류 발급
5 태양광 설치공사 - 허가 조건에 적법하게 시공
6 태양광 승인신청 - 시공 완료 후 승인신청
7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 - 태양광 설치사항 기록
8 모니터링 - 스마트 모니터링 장비 설치

<표 4.2> 서울시 태양광 허가 절차(안)

<그림 4.1> 태양광 설치 운영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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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설치 신청서*

서울시 태양광 태양광 설치 신청서 분야별 필요 서류

구 분 필요 서류

사업자명

태양광 설치 목적

설비용량

설치 위치

예정일 설치일

운영 및 관리 계획

건축 태양광 설치 신청서*태양광 설치 도면, 효율산정표(#부록1)

전기 전기설비 기준 적합 여부 확인용 도면

소방 소방활동 통로 확보 확인용 도면

제품 KS인증확인서, 제품사양서, 화재등급

<표 4.3> 서울시 태양광 설치 신청서

<설치시 준용 법규>

1. 건축법 제9조(건축신고, 광고탑, 광고판으로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받은 것 제외)

2. 건축법 제37조(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3. 건축법 제38조(구조내력)

4. 건축법 제47조(건폐율)

5. 건축법 제51조(건축물의 높이제한)

6. 건축법 제53조(일조를 위한 높이제한)

7. 건축법 제69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8. 건축법 제70조(기존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9. 건축법 제73조(면적, 높이, 층수 산정)

4.1.2 서울시 태양광 설치기준 방향

 v 건축물 연계형 태양광 설치

⦁ 건축물의 디테일과 태양광 발전효율의 관계 고려가 부족하여 일부 발전량 적은 위치에 태양광 설치

⦁ 건축물 태양광 설치에 의한 안전확보 등의 확인 어려움

⦁ 사선제한을 고려하지 않은 높이 및 면적의 설치·시공으로 건축 미관 저해

 v 미니태양광 설치

⦁ 태양광 보급사업으로 베란다형 설치가 증가하고 있으나 가이드라인 부재

⦁ 베란다형의 난간 하부 설치 시 아래 세대 음영피해 발생 최적 설치 시행 여부 확인 불가

è  베란다형 미니태양광의 효율적 설치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 필요

è  베란다 상단부 차양형으로 설치 가능한 설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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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태양광 설치 가이드라인(안)

구분 세부기준

효율

위치

최대높이 - (평지붕) 

 ‣ 가시성 및 음영(동지 23.7° 기준)

- (베란다)

 ‣ 난간 또는 차양형으로 상부 설치 권장
설치면적

경사각

- (평지붕)

 ‣ 30°설치 또는 효율산정기준의 85점 이상

  (부득이한 경우 [부록1] 수준까지 허용)

- (경사지붕)

 ‣ 태양광 상·하단부 높이 조절하여 30°설정

- (베란다)

 ‣ 70°까지 설치 또는 효율산정기준의 85점 

이상(직각설치 시 효율 저하로 제한)

지붕상단 이격거리

- (평지붕)

 ‣ 0.3m 이상 이격

- (경사지붕)

 ‣ 태양광 모듈과 지붕면 사이 0.1~0.2m 이

내 이격

효율증대  ‣ 옥상녹화 및 쿨루프 연계 설치

안전

경계면 돌출
- (공통)

 ‣ 지붕경계면 이내로 설치

점검공간

- (평지붕)

 ‣ 외벽면으로 0.5m, 출입구 및 옥상 설비

로부터 1m 이상 이격(내화제품)

피뢰침 - 건축물의 높이가 20m 이상인 경우 피뢰침 설치(태양광 상단 높이보다 높게 설치)

구조안전 -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안전성 및 적정성 확보 확인

안전+효율

주의사항 - 음영피해 발생하는 저층부 설치 지양

설계반영요소

세대별 매립배관 설치 베란다 상단부 설치 가능한 설계

<표 4.4> 서울시 태양광 설치 가이드라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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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서울시 태양광 설치기준 운영방안

 v 건축물 태양광의 운영체계

⦁ 신축건축물의 경우 디자인을 고려한 BIPV 설치 시 효율 완화

- 요구조건 :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서 규정한 ‘다’급 건축물 이상

- 완화조건 : 건물형 태양광 발전 효율 80%까지 허용

<그림 4.2> 디자인을 고려한 BIPV 설치

   

⦁ 급증하는 건축물 태양광의 효율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 체계 구축

- 서울시 업무 : 설계기준과 연계한 태양광 설치 관리, 태양광 유지 보급 제도 관리, 서버 구축 후 발전량 데이터 

취합 관리, 온실가스 감축량 관리

- 자치구 업무 : 태양광 허가, 허가검토서 관리, 담당 자치구 발전량 데이터 확보, 효율 증대방안 활성화 사업 

이행, 주기적인 만족도 및 특이사항 조사

- 설치 업체 : 태양광의 올바른 설치, 허가검토서 작성 및 제출

- 설치 시민 : 청소 및 상태 점검, 태양광 모니터링 장비 운영

<그림 4.3> 운영관리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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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태양광 활성화 방안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태양광 보급사업이 단순히 보급량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실제 발전량 및 설치 조건에 

대한 관리 부재로 비효율적인 확산이 진행 중 

⦁태양광의 올바른 보급확산을 위해 시범사업 및 R&D, 제도개선, 홍보교육형으로 활성화 방안 분류

4.2.1 시범사업 및 R&D형

⦁ 태양광 설치로 인한 실제 발전량을 확인하기 위해 스마트 모니터링 장비의 활용

è 스마트 모니터링 장비의 보급 확산을 위해 장비의 검증 및 시범사업 실시 필요

⦁ 서울시 내 노후화된 공동주택이 많아 베란다 난간의 안전상의 문제 발생 가능

è 서울시 내 20년 이상 노후화된 건축물이 약 41%41)에 달하며, 노후화된 건축물의 베란다 난간 안전확보 후 

미니태양광 설치 권장

구분 방안 대상 내용

1 미니태양광 스마트 모니터링 미니태양광 설치 및 신청 세대
기존 발전량 계측기의 잦은 오류 및 데이터 확보를 위해 

공유기 설치된 세대에는 스마트 모니터링 제품 보급 

2 아파트 난간 안전점검
안전상의 이유로 미니태양광 

설치 불허 아파트

안전 상의 이유로 미니태양광의 설치를 못하게 하는 

아파트에 대해 베란다 난간의 안전점검 실시

<표 4.5> 시범사업 및 R&D형

4.2.2 제도개선형

⦁ 태양광 설치에 대한 부담 완화 및 태양에너지의 평등한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

è 태양광 수명(20년)에 비해 짧은 보증기간(3~5년)을 점진적으로 증가시켜, 자발적 설치 유도 

è 소유권 없는 태양에너지의 동등한 사용을 위해 일조시간이 적은 저층부 등에 대한 대책 마련으로 발전 확대 필요

구분 방안 대상 내용

1 태양광 보증기간 증가 태양광 보급 업체 태양광 설비 수명에 비해 짧은 보증기간 증가

2 발전량 미확보 대책
저층부 미니태양광 

설치 및 신청 세대

음영으로 발전이 어려운 저층부 세대에게 클라우드 펀딩 

서비스와 같은 상품 개발하여 권장(올해 첫 시행)

3 지붕대여제 건물주 및 발전사업자

발전사업자가 건물소유주로부터 지붕을 빌려 발전한 

전력으로 정기수입을 얻고 건물소유자는 지붕 임대료 

수익을 얻는 정책

<표 4.6> 제도개선형

41) 서울 통계정보 시스템, 아파트 현황(사용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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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태양광 보증기간 연장 
      

<그림 4.5> 발전량 미확보 대책 개념
      

<그림 4.6> 지붕대여제 개념

4.2.3 홍보교육형

⦁ 태양광의 효율적인 설치와 확산을 위해 관리주체의 인식 중요

è 미니태양광의 특성상 발전량이 적은 것에 대한 불만을 지구온난화를 이겨나가기 위한 작은 방법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교육 필요

구분 방안 대상 내용

1 우수 설치 태양광 사례 홍보 건물주 및 발전사업자

서울시 녹색건축 홈페이지 내 우수하게 설치된 

태양광(열) 설비에 대해 발전량, 공법 등 공개하여 

좋은 사례가 전파되도록 유도

2 태양광 설치에 따른 효과 교육
아파트 단지 및 마을 

관리인(소장)

미래세대를 위한 노력이라는 생각을 갖도록 교육 

필요

<표 4.7> 홍보교육형



05.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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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1 : 태양광 발전 용어42)

⦁ 태양전지(Solar cell)

- 햇빛을 받을 때 그 빛 에너지를 직접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반도체 소자로, 태양광발전을 구성하는 최소단위

⦁ 태양전지 모듈(Solar cell module)

- 서로 결선한 단위 태양전지를 환경적으로 완전히 보호할 수 있게 내환경성을 가진 구조로 봉입하고

(encapsulated) 규정된 출력을 갖게 만든 가장 작은 조립체로서 발전소자의 최소 단위이며 어레이 구성의 

최소 단위.

⦁ 태양광발전 어레이(photovoltaic array)

- 기초, 추적 장치, 온도 조절용 부품 등의 기타 관련 부품을 제외하고, 모듈이나 널판(panel)을 지지 구조물에 

기계적으로 일체화하여 조립한 집합체로서 직류 발전의 단위

⦁ 독립운전(stand-alone operation)

- 상용 전력 계통과 접속되어 있지 않은 부하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상태

⦁ 계통 연계운전(grid-connected operation, utility connected operation)

- 자가 발전 설비를 상용 전력 계통에 병렬로 접속하여 운전하고 있는 상태

⦁ 변환 효율(, conversion efficiency)

- 태양전지의 최대 출력(Pmax)을 발전하는 면적(태양전지 면적 ; A)과 규정된 시험조건에서 측정한 입사 조사 

강도(incidence irradiance ; E)의 곱으로 나눈 값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으로서, %로 표시

⦁ 시스템 발전 효율(system efficiency)

- 종합 시스템 출력 전력량을 어레이면의 일조량과 어레이 면적의 곱으로 나눈 값

 ×



: 시스템 발전 효율

:종합 시스템 출력 전력량(Wh)

:어레이 면적(㎡)

:어레이면의 일조량(Wh/㎡)

42) 태양광발전용어집, 산업자원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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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비 이용률(capacity factor)

- 종합 시스템 출력 전력량을 표준 태양전지 어레이 출력과 가동 시간의 곱으로 나눈 값

- 데이터 수집기간 동안의 효율(발전시간을 24시간으로 보기 때문에 이용률이 낮게 나옴)

 ×



 : 설비 이용률

 : 종합 시스템 출력 전력량(Wh)

 : 표준 태양광발전 어레이 출력(Wh)

 : 측정 기간(h)

⦁ 반사율(albedol)

- 지표면의 반사율을 의미하며 입사광의 강도에 대한 반사광 강도의 비

⦁ 단결정(single, crystal, monocrystal)

- 결정 재료 전체를 구성하는 원자의 배열이 규칙성을 가지고 있어 단일 결정축을 정할 수 있는 결정 물질의 

일반적인 호칭

⦁ 다결정(polycrystal)

- 단결정 입자가 집합되어 있는 결정

⦁ 비결정(amorphous)

- 원자 배열에 넓은 범위에 걸치는 질서가 존재하지 않는 고체의 준안정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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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2 : 서울시 태양광 설치 허가검토서(안)

서울시 태양광 설치 허가검토서(안)

구분 세부내용

설치회사 담당자

전화번호 E-mail

설치주소 설치용량

전화번호 설치날짜

설치유형 항목 기준
설치 전
(계획)

설치 후
(시공) 비고

평지붕 [       ]

최대높이   - 가시성 및 정북방향 일조사선제한
설치면적

바닥면
이격거리   - 0.3m 이상 이격

경사각 및
 방위각   - 정남향 30° 또는 효율산정기준의 85점 이상

점검공간   -  외벽면으로0.5m, 출입구 및 옥상설비로부터 1m 이상 이격

구조안전   - 안전성 및 적정성 확보 (구조검토)

피뢰침   - 태양광 상단 높이보다 높게 설치(건물높이가20m 이상인 경우)

경사지붕 [      ]

지붕상단
공간이격

  - 태양광 모듈 하단과 지붕면0.1~0.2m 이내 이격

  - 지붕경사30° 이상 : 경사면과 평행하게 설치

  - 지붕경사30°이하 : 태양광 상단부와지붕간의이격거리 조절로 패널 30° 설정 

경사각 및 
방위각   - 정남향 30° 또는 효율산정기준의 85점 이상

경계면 돌출   - 지붕 경계면 이내로 설치

베란다 [       ]
경사각 및 방위각   - 정남향 70° 또는 효율산정기준의 85점 이상

설치위치
  - 베란다 난간 설치(난간 하부 제외)

  - 차양형 설치

권장사항

평지붕   - 옥상녹화 및 쿨루프 연계 설치

주의사항

공통사항   - 음영 발생지역 설치 지양

효율산정표(예시)

구분 세부내용 산출식(엑셀식 제공) 효율

설치각도 -0.01x^2+0.6715x+88.678
설치방위 -0.0012x 2̂+0.0116x+96.01
음영비율 -1.0364x+93.331
온도효율 온도저감  (     ) 옥상녹화 및 쿨루프 연계 설치 시 1.1

설치기준   100X설치각도(효율)X설치방위(효율)X음영비율(효율)X온도(효율)

    ※  설치 유형 및 적용여부 체크(√)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비고란에 체크(√)

    ※  제출자료: 관련 설치도면(태양광 각도, 방위) 및 현장사진

 ※ 예시) 100% = 1, 50% = 0.5로 계산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온도 효율 방안 없을 경우 효율 1로 작성
 ※ 음영 0%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