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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파리기후변화협약 이후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태양전지를 활용한 노후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디자인의 국내외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진행할 태양전지를 활용한 그린 리모델링 디자인 제안의 긍정적인 측면과 
시사점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이론적 고찰을 진행하였고, 이후 국내외 태양전
지를 활용한 그린 리모델링 디자인의 사례를 조사·분석하였다. 그 결과 플렉서블한 특징을 통한 시공의 용이성, 박막전
지의 투명도와 색상의 조절을 통한 심미적 효과, 자유로운 사이즈 제작으로 재료 낭비가 적은 경제적 효과, 외관의 직접
부착을 통한 건물과의 조화로운 측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을 토대로 박막 태양전지를 그린 리모델링 디자인에
활용하여 올 수 있는 기대효과와 유효성을 제시하고, 향후 진행할 태양전지를 활용한 노후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디자인
제안에 대한 방향성과 참고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 융합, 태양전지, 노후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디자인, 신재생에너지

Abstract  Based on the analysi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cases of green remodeling design for old 
buildings using solar cells, which have been in the spotlight around the world since the Paris 
Agreement on Climate Change, this study wanted to confirm the positive aspects and implications of 
the future green remodeling design proposal using solar cells. As a method of research, theoretical 
consideration was conducted based on literature research, and cases of green remodeling design using 
solar cells at home and abroad were investigated and analyzed. As a result, the ease of construction 
through flexible features, aesthetic effect through transparency and color adjustment of thin film cells, 
economic effect of less waste of materials through free size production, and harmonious aspect with 
the building through direct attachment of exterior were identified. Based on this, it is expected to 
present the expected effects of using thin-film solar cells for green remodeling designs, and to be used 
as a reference for the future design proposal for green remodeling of old buildings using solar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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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산업과 과학의 고도화된 발전과 인구의 증가에 따라 
석탄, 석유, 천연가스, 메탄등 화석연료의 소비가 증가되
어 세계적으로 많은 양의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있다. 이
렇게 배출된 온실가스는 지구온난화, 이상기후, 환경오염 
등을 유발한다[1]. 이러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하여 
1997년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가 채택되어 프랑
스, 영국, 일본 등의 선진국들이 의무적으로 감축을 시작
하였으며, 5.2%의 감축 목표를 넘어 22.6% 감축에 달성
하였다. 하지만 당시에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던 
미국이 불참 하였고, 개발도상국인 중국과 인도는 참여하
지 않았다. 2015년 교토의정서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
해 미국의 주도하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들을 포함한 파
리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되었다. 우리나라도 참여를 하였
는데 2030년인 목표연도 대비 37% 감축 목표를 제출하
였다[2]. 파리기후변화협약 이후 국내를 포함하여 전 세
계적으로 에너지 부문은 격변을 맞이하고 있다. 화석연료
의 비중은 하락세를 보이며, 재생에너지와 같은 친환경에
너지들이 각광을 받고 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들의 에
너지 소비는 모든 산업분야를 비교 하였을 때 건설이 차
지하는 비중은 약 40%에 달한다. 이러한 소비로 발생하
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 세계 33%에 달한다.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해서는 건설 산업 전반에서의 노력이 필
요한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건축물은 준공이 15년이 
지난 노후 건축물이 74%에 달한다. 노후 건축물은 설비
기기의 열화, 에너지 과소비, 가치하락, 에너지정책에 부
흥하지 못하고 있다[3]. 노후 건축물의 낭비되고 있는 에
너지의 절감과 신재생에너지 창출을 위해선 개선이 요구
된다. 이러한 개선에 대한 대응으로 노후 건축물의 그린 
리모델링에 있어 태양전지를 활용하면 신재생에너지 창
출과 동시에 심미성 향상에 유효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린 리모델링시 건축물의 외벽이나 유리, 창호 등에 태양
전지 모듈을 설치하여 발전하고, 태양전지 자체를 건축물
의 외장재로 활용하여 건설 비용을 줄이며 디자인적 요
소를 가미하여 건축물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박막 태양전지를 활용한 노후 건축물 그린 리모
델링 디자인의 국내외 사례 조사 및 비교분석을 통하여, 
태양전지를 활용한 노후 건축물의 그린 리모델링에 있어 
긍정적인 측면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국내의 
태양전지를 활용한 노후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디자인 
제안에 활용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태양전지(Solar Cell)
태양전지는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자원으

로써 주목을 받아오고 있다. 1946년 첫 태양전지를 구현
한 이래로 현재까지 수많은 발전이 이루어져 왔다[4]. 또
한 정부는 2020년 태양전지에 대한 중요도가 증가함에 
따라 R&D 및 실증 인프라 구축에 앞장서고 있으며 보급
확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 2,450억원을 확대 투자하고 
있다[5]. 한국 에너지공단에서는 ‘태양에너지를 전기에너
지로 변환할 목적으로 제작된 광전지로서 금속과 반도체
의 접촉면 혹은 반도체의 pn접합에 빛을 조사하면 광전
효과에 의해 광기전력이 일어나는 것을 활용 한다’ 고 정
의하고 있다. 이러한 발전으로 인해 구조와 종류는 다양
해지고 있다. 또한 오늘날의 태양전지는 건물의 외벽에 
적용이 가능하여 에너지의 생산과 함께 건물의 외장재 
역할을 수행하며, 디자인요소로 활용이 가능하다[6]. 태
양전지의 원리는 다음 Fig. 1 과 같다.

Fig. 1. Principles of Solar Cells.

2.2.1 BIPV System
태양전지의 다양한 설치 방식중 하나인 BIPV(Buildin
g Intergrated Photovoltaic)은 기존의 건물에 부착

하는 방식인데 건물의 설계단계부터 고려하여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건물과 일체화 된다는 의미이며, 건물 외
관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고가의 외장 마감재보다 높은 
경제성과 부가가치를 창출한다[7]. 또한 건물의 심미성을 
높여 도시디자인에서의 활용도 가능하다. 특히 우리나라
에선 준공이 15년이 넘은 노후 건축물이 74%에 달하여 
리모델링 건축 시장에서의 높은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8].

2.2.2 박막 태양전지(CIGS Solar Cell)
박막(CIGS) 태양전지는 일반적인 실리콘 태양전지에 

비해 외관이 미려하며 다양한 크기로 제작이 가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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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BIPV 시스템 적용에 있어 유리하다. 또한 실리콘 
태양전지 대비 총 발전량이 높고 안정적인 것이 큰 특징
이다. 또한 원소재의 소비가 적어 저가 태양전지의 구현
이 가능하여 경제적 장점도 갖추고 있다[9]. 또한 플렉시
블(Flexible) 하고 박막에 색상을 구현할 수 있고 투명도 
조정이 가능하므로 잠재력은 무한하다고 볼 수 있다. 플
렉시블 박막 태양전지는 다음 Fig. 2와 같다.

Fig. 2. Flexible CIGS Solar Cell.

2.2 그린 리모델링 디자인(Green Remodeling)
그린 리모델링을 이해하기 위해선 리모델링(Remodeling)

의 이해가 먼저 필요하다. 리모델링은 건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의 향상을 위하여 개조하거나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리모델링을 통하여 건물의 가치를 향상하
고, 경제성을 확보를 목표로 한다[10]. 리모델링의 유형
은 구조적 성능개선, 기능적 성능개선, 미관적 성능개선, 
환경적 성능개선, 에너지 성능개선의 5가지로 분류가 된
다[11].

Type Contents
Structural 

Performance 
Improvement

Response to changes in building safety, 
longevity, and surrounding environment

Functional 
performance 
improvement

Upgrades of unique functions and prevents 
partial degradation of performance

aesthetic 
performance 
improvement

Building Value Evaluation and Image 
Improvement and Harmony with Living 
Environment

Environmental 
Performance 
Improvement

Securing comfort and user health by 
improving the energy environment of 
existing buildings

Energy 
Performance 
Improvement

Energy performance has an integrated 
effect on buildings. It has the largest share.

Table 1. Type of Remodeling

그린 리모델링(Green Remodeling)은 리모델링 중
에서도 에너지 효율과 성능개선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것
을 지칭한다.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맞춰 그린 리모델링
도 변화를 하고 있으며, 2014년 정부의 지원 사업으로 

매년 고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현재는 2014년 대비 22
배의 성장을 거뒀다[12]. 또한 노후 건축물이 74%에 달
하는 한국의 특성상 리모델링 시장은 신재생 에너지와 
함께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다[13].

3. 사례 분석 및 결과

3.1 사례 및 분석
3.1.1 분석방법 및 선정기준
본 연구에선 태양전지를 활용한 노후 건축물 그린 모

델링의 국내외 사례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BIPV System
과 박막(CIGS) 태양전지로 한정하였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구체적으로 이행을 시작한 교토의정서 이후
의 사례로 한정하였다.

3.1.2 Solar Home in National Mall 
워싱턴 DC에 위치한 이 건물은 2009년 Solar 

Decathlon 대회에서 우승한 건물이다. 독일의 다름슈타
트 기술대학교(Darmstadt Technical University)의 학
생들이 설계하였다. 기존의 카페로 쓰이던 건물을 박막 
태양전지를 활용하여 리모델링을 하였다. 이 건물은 2층 
규모의 큐브모양의 건물이며, 외벽에 부착된 박막 태양전
지 덕분에 단열 효과가 높으며, 흐린 날씨에 실리콘 태양
전지보다 고효율을 자랑한다. 또한 부분적으로 색상이 들
어간 박막 태양전지를 배치하여 심미적인 효과를 더했다. 
기존에 소요하는 에너지 대비 200%의 에너지를 생산 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14]. 하지만 건물의 외벽에 전부 박
막 태양전지를 배치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답답함을 줄 
수 있다. Solar Home은 다음 Fig. 3과 같다.

Fig. 3. Solar Home in National M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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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Southampton University
사우스햄튼 대학교(Southampton University)는 지

속 가능한 에너지 연구 그룹이 설계하고 서비스하는 
Highfield Campus를 도입하였다. 영구적인 그리드 연
결을 통하여 박막 태양전지를 설치한 것이 특징이다. 노
후 건축물과 신축 건축물을 연결하는 아트리움 지붕의 
리모델링 공사에 태양전지를 적용하였는데, 건물이 사용
할 수 있는 전기를 생성하는 동안 아트리움 지붕 내에서
는 음영을 통해 실내 공간에 색다른 디자인 요소를 제공 
한다. 또한 빗물에 의한 자체청소가 가능하게 30 °로 기
울어져 있다. 아트리움 지붕에서 생성되는 전기의 양으로 
건물 수요의 6%를 제공한다[15].

Fig. 4. Atrium of Southampton University.

3.1.4 Coimbatore
Coimbatore는 인도에 위치한 그린 빌딩이다. 2009

년 New Construction v2009 계획에 따라 리모델링을 
통해 그린 빌딩으로 거듭났다. 스페인 회사인 Onyx 
Solar에서 제작한 투명 박막 태양전지를 기존의 유리에 
부착하여 시야를 방해하거나 디자인을 손상하지 않으며 
동시에 효율적인 기능도 창출한다. 미래 녹색 빌딩의 방
향성을 보여주는 건물이며, 0%의 탄소 배출을 자랑한다
[16].

Fig. 5. Coimbatore in India.

3.1.5 The Edge
The Edge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주에 있으며 15층 

건물이다. 2014년 그린 리모델링을 완료한 이 건물은 
BREEAM(지속 가능한 환경평가)에서 98.4%라는 높은 
지속 가능성 점수를 받았다. 건물의 가장자리별로 태양열
을 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향이 정해져 있다. 유리
에 박막 태양전지를 부착하여 내부 온도에 영향을 미치
지 않으며 일광을 최대한 오래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건물의 방향별로 각각 다른 각도로 설치가 되어 있는 것
이 큰 특징이다[17].

Fig. 6. The Edge of Amsterdam.

3.1.6 SK케미칼 에코랩(SK Chemicals Eco Lab)
SK케미칼 사옥은 2010년에 리모델링을 통하여 태양

전지 시스템을 적용하였다. 일반 건물 대비 연간 45%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고 미국 친환경건축물 인
증제도인 LEED(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 Design)의 최고등급인 플래티넘 등급을 
획득 하였다. 에너지 절감 효과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년
에 4억 4천만원의 비용을 절약한다[18]. 

Fig. 7. SK Chemicals Eco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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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Atrium of Korea Energy Agency.

3.1.7 중앙대 창업센터(ChungAng University Start 
up Center)

중앙대 창업센터는 2019년 에너지제로 빌딩 하우스
를 목표로 리모델링을 진행하였다. 기존의 건물 유리외관
에 박막 태양전지를 부착하여 친환경 건물로 거듭났다. 
이곳은 청년창업가의 교류 공간, 공동 작업실, 시제품 제
작실 등이 위치해 있다. 노후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시
공성이 용이한 박막 태양전지를 활용하여 저비용을 통한 
고효율 효과를 냈다[19]. 하지만 유리의 전면에 박막 태
양전지를 부착하여 자연광을 막았고 무채색계열의 색상
을 사용하여 전체적으로 어두운 느낌을 준다.

Fig. 8. ChungAng University Start up Center.

3.1.8 한국에너지공단(Korea Energy Agency)
한국에너지공단은 신재생에너지를 주관하는 기관으로

써 미래 제로에너지 빌딩으로 앞장서고 있다. 2019년 울
산으로 본사를 이전하면서 기존의 노후한 건물을 증축 
및 리모델링 진행하였다. 건물의 창호와 난간, 아트리움 
등에 박막 태양전지를 활용해 2번째로 높은 건축물 에너
지 효율등급인 1++에 달성하였다. 또한 유리의 사이에 

삽입하는 G to G 타입의 박막 태양전지를 활용해 태양
전지를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방식을 사용한
다. 하지만 이는 유리를 전부 교환해야 하는 방식으로 비
용적인 측면과 유지보수의 측면에서 문제가 존재한다
[20].

3.1.9 서울대학교 공학관(Seoul National University 
Institute of Engineering)

국토교통부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소
유한 기존의 노후 건축물을 응모하여 그린 리모델링 대
상으로 21건을 선정하였는데, 그중 서울대학교 공학관이 
선정되었다. 단열, 고성능 창호 교체를 활용하여 건축물
의 에너지 소비를 기존대비 45%를 줄이고 근무환경을 
개선하였다. 건물 외관에 얇은 막 형태의 박막 태양전지
를 증착하여 시공하였다. 또한 투명성이 확보가 되었고 
기존의 유리와 이질감을 최소화하여 건물과의 조화도 이
루었다[21].

Fig. 10. Seoul National University(Outside & Inside)

3.2 사례 분석 결과
앞서 조사한 사례와 같이 박막 태양전지를 활용한 그

린 리모델링은 정부의 지원과 함께 국내외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온실가스를 저
감하기 위한 국제적 협약인 교토의정서가 시행된 이래로 
각 국가들의 친환경 정책에 맞춰 그린 리모델링 시장도 
2000년도 대비 2020년은 4.5배 증가하였다[22]. 국내외 
모두 공통적으로 박막 태양전지를 활용한 그린 리모델링
은 주거단지가 아닌 상업시설과 관공서기관에 다수 적용
되고 있으며, 국외에선 최초 리모델링 설계 시에 심미적
인 측면을 고려한 설계가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각 사례별로 공통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사실은 
그린 리모델링시에 시공이 용이한 박막 태양전지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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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건물과의 조화성을 추구하여 미려한 디자인 효과를 
주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스위스의 The Edge는 건물의 
외벽 전체에 박막 태양전지를 부착하여 활용하였고 태양
의 경로를 기준으로 배치하여 최적의 효율을 자랑하며 
동시에 건물의 가장자리인 엣지(Edge)를 활용하여 세련
된 디자인의 느낌을 준다. 하지만 국내외 소수의 사례에
선 박막 태양전지의 투명도를 활용하지 않고 건물에 부
착하여 실내로 유입되는 자연광을 완전히 차단하여 답답
함을 유발하고 건물의 미관을 해치는 효과를 주었다. 위 
사례들을 정리하면 다음 Table 2와 같다. 

Analysis Contents

Solar Home
It is highly efficient even in high insulation 
and cloudy weather, and partially colored 
solar cells are used.

Southampton 
University

It generates electricity and provides design 
elements to the interior space through 
shading inside the roof.

Coimbatore

It uses transparent solar cells to create 
efficient functions while not damaging 
designs. It shows the direction of future 
green buildings.

The Edge

Different angles of solar cells were 
attached depending on the path of the sun, 
and 98.4% of the solar cells received a 
high sustainability score.

SK Chemicals Eco 
Lab

It has an energy saving effect of 45% per 
year compared to general buildings, and 
earned the highest rating under the U.S.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System.

ChungAng 
University Start up 

Center

Solar cells are attached to the existing 
glass exterior to supply electricity to the 
workroom, production room, etc.

Korea Energy 
Agency

The G to G type inserted between glass 
protects solar cells from the outside. The 
downside is that maintenance is difficult.

Seoul National 
University Institute 

of Engineering

Energy consumption decreased by 45% 
compared to existing consumption and 
secured transparency to minimize 
separation from glass.

Table 2. Case Analysis result

3.3 박막 태양전지의 그린 리모델링 활용
앞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그린 리모델링에 박막 태

양전지를 활용하였을 때 올 수 있는 긍적적인 측면은 첫
째, 건물의 리모델링 시에 박막 태양전지의 플렉시블
(Flexible)한 측면을 활용하여 시공하기 까다로운 유기적
인 형태의 건물에 시공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투명도 조절과 색상의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적

극 활용하여 실내의 음영을 통한 디자인 효과와 화려한 
미관을 통해 리모델링에 있어 저비용 고효율의 디자인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일반적인 실리콘 
태양전지 대비 발전량이 높고 안정적이며 다양한 크기로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리모델링시 재료의 낭비가 적고 
건축 폐기물의 배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어 보다 경
제적인 그린 리모델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기존의 태양전지와는 다르게 박막 태양전지는 건물의 외
벽, 유리등 외관에 직접 부착이 가능하고, 건물의 변형이 
적으므로 리모델링에 있어 건물과의 일체성 및 조화를 
이루어 디자인 측면에서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4. 연구의 결론 및 제한점

본 연구에서는 박막 태양전지를 활용한 노후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디자인의 국내외 사례 조사를 진행하였으
며 미래 그린 리모델링 디자인에서 주목해야 할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파리기후변화협약 이후 국내외를 막론
하고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와 친환경에너지가 각광
을 받고 있다. 특히 에너지 소비는 산업분야에서 건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40%에 달하며 이는 매우 높은 수치에 
해당한다. 또한 준공이 15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이 74%
에 달하는 국내의 실정을 고려한다면 그린 리모델링 디
자인의 중요도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를 바탕으로 
태양전지를 활용한 다양한 그린 리모델링 디자인 시도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시사점을 토대로 그린 리모델링 
디자인에 박막 태양전지를 활용한다면, 박막 태양전지의 
플렉시블한 특성을 활용하여 유기적인 형태의 건물에 리
모델링 시공이 용이할 것으로 기대되며, 투명도와 색상을 
활용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디자인이 창출될 것으로 판단
된다. 또한, 기존 실리콘 태양전지에 비해 발전량이 높고 
안정적이며, 여러 가지 크기로 제작이 가능하여 재료의 
낭비를 줄여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건물의 외관
에 직접 부착이 가능하여 건물의 변형을 줄여 통일성 및 
조화를 이루어 디자인 측면에서의 적극적인 활용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바탕으로 박막 태양전지는 노
후 건축물의 그린 리모델링 디자인에 효과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박막 태양전지를 활용한 그린 리모델링 
디자인의 국내외 사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시사점을 확인
하였고, 향후 진행할 박막 태양전지를 활용한 그린 리모
델링 디자인 기술 개발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참고자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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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되기를 기대한다. 향후의 연구과제는 박막 태양전지
를 활용한 그린 리모델링 디자인에 관하여 실증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며, 건축물의 용도와 지역에 따라 세분화하
여 실효성이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REFERENCES

[1] Sophie Trachte & Fritjof Salvesen. (2014). Sustainable 
renovation of non residential buildings, a response to 
lowering the environmental impact of the building 
sextor in Europe. Energy Procedia, 48, 1512-1518.

[2] H. T. Yang. (2017). Tends in the Paris Agreement after 
President Trump announced his withdrawal. Journal 
of Science & Technology Policy, 2017(12), 4-7. 

[3] Y. S. Shin. (2015). A Decision Support Model for 
Energy-Efficient Remodeling Projects. Master’s 
dissertation. Chosun University.

[4] A. Yadav & P. Kumar. (2015). Enhancement in 
Efficiency of Pv Cell Through P&O Algorithm. J. 
Technol, 2, 2347-4718.

[5]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2020.07.06.). 
Government24 agency news. 
https://www.gov.kr/portal/ntnadmNews/2201743

[6] H. S. Jo. (2018). A Study on the Evaluation Method for 
Building Aesthetics Applied with Solar Cells. Master’s 
dissert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7] G. S. Jun. (2013).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Architectural Design Plan Using BIPV. Master’s 
dissertation. Kongju National University.

[8] H. S. Kim. (2006). A Study on the Operating Characteristics 
of the Building Intergrated Photovoltaic System. 
Master’s dissertation. Chosun University.

[9] J. T. Kim. (2013). The Analysis of Characteristics on 
CIGS Thin Film Solar Cell Module for BIPV 
Applications. Master’s dissertation. Kongju National 
University.

[10] Y. S. Yoon. (2014).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Building Design Indicator for Green-Remodeling. 
Master’s dissertation. Kongju National University.

[11] W. S. Lee. (2006). Architecture Remodeling, Seoul : 
Kimoondang Publishing. 

[12] Y. B. Lee. (2017). Financial News. Industry. 
https://www.fnnews.com/news/201702051905382364

[13] Y. R. Jeong. (2018). SAMSUNG Newsroom. Employee 
clumn. 
https://news.samsung.com/kr/1%EC%9D%B8%EA%B0%
80%EA%B5%AC-%EC%A6%9D%EA%B0%80-%EB%A6%A
C%EB%AA%A8%EB%8D%B8%EB%A7%81-%EC%9C%A0%
ED%96%89-%EC%9D%B4%EC%9C%A0-%EC%9E%88%EB
%8A%94-%ED%99%88%ED%8D%BC%EB%8B%88

[14] Rose Etherington. (2009.10.16.). DEZEEN Solar 
Decathlon house by technische Universitat Darmstadt. 
https://www.dezeen.com/2009/10/16/solar-decathlon
-house-by-technische-universitat-darmstadt/

[15] University of Southampton. (2005.05). Solar PV 
Systems at Highfield Campus Southampton.  
http://www.energy.soton.ac.uk/solar-pv-systems-at-hi
ghfield-campus-southampton/

[16] ONYX SOLAR BLOG. (2017.10). ONYX SOLAR’S PV 
GLASS IN THE 2ND GREENEST NC BULDING IN THE 
WORLD.  
https://onyxgreenbuilding.wordpress.com/category/pr
ojects/

[17] Arla Fytrou. (2017.1.11). The Edge: Amsterdam office 
building with highest BREEAM score to date.  
https://www.buildup.eu/en/practices/cases/edge-amst
erdam-office-building-highest-breeam-score-date

[18] G. H. Jo. (2013.6.18.). Financial Today(Building of 
Large corporations Remodeling increasing to green). 
Economy. 
http://www.f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
=16792

[19] S. H. Yoon. (2020.2.23.). The Radio News(Creating a 
Young Entrepreneurship Space in Heukseok Station, 
Seoul Subway Line 9). Comunitty . 
http://www.jeonpa.co.kr/news/articleView.html?idxno
=87638

[20] J. B. Kwon. (2019.04.05.). Energy Newspaper(Energy 
corporation nestled in Ulsan, what are the major 
projects this year?). A Human story. 
http://www.energy-news.co.kr/news/articleView.html?
idxno=62802

[21] Y. J. Lee. (2014.11.25.). KAIA(Self reliance of core 
technology Now electricity is made from 
windows.).Technology of 2017 http://www.kaia.re.kr

[22] J. Y. Park. (2018.07.21.). Financial News(The growth 
potential of the domestic interior market is high due 
to the increase in old houses.).MSN finaacial 
https://www.msn.com/ko-kr/money/topstories/

박 지 훈(Ji-Hoon Park)  [학생회원]
․ 2019년 3월 ~ 현재 : 국민대학교 테크

노디자인전문대학원 제품이노베이션
학과 석사과정

․ 관심분야 : 3D 프린팅, 제품디자인, 니
팅기

․ E-Mail : minpark330@kookmin.ac.kr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제11권 제9호162

남 원 석(Won-Suk Nam)    [정회원]
․ 2011년 3월 ~ 현재 : 국민대학교 조

형대학 공업디자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제품디자인, 플랫폼 디자인
․ E-Mail : name@kookmin.ac.kr

장 중 식(Jung-Sik Jang)    [정회원]
․ 1998년 3월 ~ 현재 : 국민대학교 조형
대학 공업디자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3D 프린팅, 제품디자인, 니
팅기

․ E-Mail : kmjanggo@kookmin.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