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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건물의 풍력발전시스템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Wind Power System in Super High-rise Buil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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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search was conducted for the application of wind generator systems in high-rise buildings, and drew out elements to

consider for the application of wind generation in high-rise buildings, especially, by providing a design process for application to

high-rise buildings. Also, basic data for applying the wind generation system in high-rise buildings has been provided by case

analysis and CFD simulation. The research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In an urban wind environment, the volatility of wind speeds become more severe as it gets closer to the surface of the earth,

but because wind speeds become stronger with the rise in altitude, applying a wind generation system to a high-rise building is

possible, even in an urban setting. That is, the average wind speeds on 200m high-rise buildings were 5.7~7.4m/s, while they

were 6.6~8.0m/s on 500m buildings.

Among the many methods of applying wind generation to high-rise buildings, installation on the highest floor or to the side of

buildings presented most advantageous in Korea because the average wind direction changes from season to season.

In the simulation following the wind generation application process (72 floor mixed-use high-rise residential building), high

wind speeds were able to be secured due to the high elevation of the building, and installation to both the roof section of the

highest floor and parts of the side were feasible. In particular, the installed wind generation system was able to sufficiently cover

a part of the total energy consumption of the high-rise build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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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최근 초고층 건물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

에서 초고층 건물은 대표적인 에너지 다(多)소비 건물로

우리나라의 건물 부분의 에너지 소비가 24%인 점을 감안

하면 초고층 건물의 에너지 절약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

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건물의 에너지 절약 방안

의 하나로 최근 대두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과 화석 연

료 고갈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신·재생 에너지원의 개발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신·재생에너지 중에서 풍

력에너지는 잠재성, 경제성 및 기술의 성숙도가 가장 뛰

어난 것으로 분석되어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에

너지원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최근 유럽선진국

이나 미국 등을 중심으로 도심 건물에 풍력발전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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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초고층 건물도 풍력발전시스템을 초고층 건물의 한

부분으로 흡수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은 건축가들이 찾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

나 우리나라는 대형시스템 위주로 연구를 진행하기 때문

에 건물에 풍력발전시스템을 적용하는 기술은 아직 미흡

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초고층 건물의 높이와 재생 가능

한 에너지 활용 측면에서 잠재력이 큰 풍력발전시스템을

결합할 경우 건물설치형 풍력발전 기술력 확보와 초고층

건물의 에너지 절약 기술력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효용성 및 연구개발 필요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

서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초고층 건물을 대상으로

풍력발전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초고층 건물에

서의 풍력발전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한 고려 요소를 도출

하고 프로세스를 제안하였으며, 사례분석과 CFD 분석을

통하여 초고층 건물의 풍력발전시스템 적용과정에서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초고층 건물의 풍력발전시스템 특성

2.1 초고층 건물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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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건물의 정의는 지역별 사회적 통념과 역사적

배경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층수로 단정하기 어렵다. 세

계초고층학회(CTBUH)에 따르면 초고층빌딩은 정해진

층수, 혹은 높이에 의해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높다는 것

(Tallness)이 계획적, 구조적으로 중요하게 작용한 빌딩으

로 ① 높이가 50층 이상인 건축물 ② 밑변과 높이의 비

율이 1:5 이상인 건축물 ③ 횡력 저항 시스템의 유무 판

단에 의한 건축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법률상으로 2008년 10월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제2조 15항과 서울특별시 초고층 가이드라인 제

1조에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

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다.

2.2 건물설치형 풍력발전 시스템 정의

초고층 건물에 풍력 발전을 적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풍자원이 풍부한 해상지역이나 산간지역에 대형으로 설

치하는 독립형과는 다른 개념이 필요하다. 건물설치형 풍

력발전시스템은 건물일체형 태양열 시스템이나 태양광

발전 시스템과 같이 모듈화, 소형화하여 건물의 외벽이나

옥상에 배치하여 의장적 요소와 기능적 요소를 동시에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의 할 수 있다.

2.3 풍력발전시스템 구성 및 특징

풍력발전이란 무공해, 무한정인 바람의 에너지를 회전

날개에 의한 기계에너지로 변환하여 발생한 유도전기를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구성은 크게 회전자(Rotor), 증속기

(Gearbox), 유도발전기(Generator), 제어장치로 되어있다.

이와 같은 풍력 발전은 적은 발전부지 소요면적, 짧은 인

프라 구축기간, 기술력 향상에 따른 낮은 발전단가 등의

장점을 지니고 있다.

2.4 풍력발전시스템 종류

풍력터빈의 분류는 회전차 축 방향에 따라 수직, 수평,

운전형태에 따라 계통연계형, 독립형 그리고 출력 용량에

따라 소형, 중형, 대형으로 분류를 하는데 이 중에서 오늘

날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풍력터빈은 수평 회전축

풍력터빈과 수직 회전축 형식의 다리우스(Darrieus), 사보

니우스(Savonius), H-형(H-Type)으로 나눌 수가 있다.

수직축은 바람의 방향에 관계가 없어 사막이나 평원에

많이 설치하여 이용 가능하지만 수평축 풍차에 비하여

효율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어 중∙소형급에 주로 이용한

다. 수평축 풍력 터빈은 간단한 구조로 설치하기 편리하

나 바람의 방향에 영향을 받아 대형급에 주로 사용한다.

3. 초고층 건물의 풍력 발전 적용을 위한 고려요소

3.1. 국내 주요 도시 높이에 따른 풍속 예측

도심지에서 높이에 따른 풍속 예측을 통하여 풍력발전

시스템의 잠재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초고층 건물 계획안

이 발표된 도시를 중심으로 풍속 보정식을 통하여 풍속

을 예측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 인천, 부산, 제주의

1999~2008년 평균 풍속 값을 이용하였으며 풍속 보정식

은 Deacon식을 이용하여 보정하였다.

-Deacon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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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보정된 고도의 풍속과 고도

 : 실측된 풍속계의 풍속과 고도(1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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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하학적 평균높이(m)

높이에 따른 풍속 보정 결과 500m 기준으로 서울

6.6m/s, 부산 7.2m/s, 인천 7.4m/s, 제주 8.3m/s로 나타나

일반적으로 소형 풍력발전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풍속이 2~3m/s인 것을 감안하면 풍속 측면에서의 잠

재성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

3.2 초고층 건물의 풍력발전시스템 적용 유형

초고층 건물의 풍력발전시스템 적용 유형은 적용 지역

에 대한 기후적인 특성, 주변 건물과 지형의 영향 여부,

건물과의 조화, 구조적인 안정성, 건물의 규모 및 배치 등

매우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결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초

고층 건물에 풍력발전시스템의 적용 가능한 유형을 도출

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완공되었고 미래에 계획되어지고

있는 사례를 분석하여 그림 1과 같이 도출하였다.

그림 1. 초고층 건물의 풍력발전시스템 적용 유형 개념도

case 1~2는 건물 지붕과 측면에 설치하는 방법이고

case 3~5는 도심지의 낮은 풍력자원의 단점을 극복하기

이하여 일부 국부적인 부위에서 풍속이 급격하는 특성을

이용한 유형이다. 그러나 case 3~5의 적용 유형은 벤추리

효과를 이용하여 바람을 효과적으로 모아서 풍력발전시

스템을 적용할 수 있지만 탁월한 주풍향이 존재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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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환경에서는 발전 효율이 크게 떨어진다는 단점이 존

재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이 계절에 따라 풍향 변동

이 심하여 주풍향이 탁월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case3~5

보다는 case 1~2의 방법이 더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3.3 CFD를 이용한 초고층 건물 형태에 따른 기류 분석

(1) CFD 개요 및 해석 모델 설정

건물 지붕과 측면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가정했

을 경우 건물 형태에 따라 지붕과 측면에 발생하는 기류

패턴 분석을 통하여 풍력발전시스템을 적용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CFD 해석을 위해 STAR-CCM+ 3.02를

활용하여, 표준 κ-ε모델에 근거하여 기류 분석을 수행하

였다. CFD를 위한 해석 모델은 그림 2에서와 같이

Prismatic 형 4가지와 Taper 형 4가지를 설정하였고 건

물의 높이는 500m로 모델링을 실시하였다.

그림 2. CFD 해석 모델

(2) CFD 풍속 입력값

CFD에 입력한 풍속은 1999~2008년 서울 지역 표준 기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건물의 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풍속

또한 증가하기 때문에 50m를 기준으로 풍속을 보정하여

입력하였다. 풍속 입력값은 표 1과 같다.

Boundary name Height(m) Wind speed (m/s)

Inlet 1 0-50m 평균값 3.79

Inlet 2 50-100m 평균값 5.21

Inlet 3 100-150m 평균값 5.75

Inlet 4 150-200m 평균값 6.16

Inlet 5 200-250m 평균값 6.43

Inlet 6 250-300m 평균값 6.63

Inlet 7 300-350m 평균값 6.80

Inlet 8 350-400m 평균값 6.95

Inlet 9 400-450m 평균값 7.07

Inlet 10 450-500m 평균값 7.18

표 1. 높이에 따른 풍속 입력 값

(3) CFD 결과

CFD 결과의 분석을 위하여 건물의 정면(front), 측면

(side), 평면(plane)의 단면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2,3과 같다.

정사각형 초고층 건물 CFD 결과

직사각형 초고층 건물 CFD 결과

표 2. CFD 분석 결과 (정사각형과 직사각형 초고층 건물)

CFD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건물 지붕과 건물 최하층

부터 최상층 측면에 난류층이 일정하게 발생하고 풍속은

정사각형과 직사각형의 초고층 건물이 비슷하게 나타났

는데 건물 지붕에서는 최고풍속 8.6m/s, 건물 측면에서는

최고 풍속 8.1m/s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Prismatic 형과 Taper 형을 비교해보면 Taper 형의 경

우 건물 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난류가 적게 발생하는 것

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Taper형이 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건물 면적이 줄어드는 형태적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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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적용 프로세스 제안

원형 초고층 건물 CFD 결과

삼각형 초고층 건물 CFD 결과

표 3. CFD 분석 결과 (원형과 삼각형 초고층 건물)

원형과 삼각형의 초고층 건물 분석 결과 정사각형과

직사각형 초고층 건물과는 다른 기류 특성을 보였다. 원

형 초고층 건물의 경우 건물 측면에 9.2~12m/s의 가장

강한 풍속이 발생하였고 삼각형의 초고층 건물에도 건물

측면에 8~8.6m/s의 강한 풍속이 나타났다. 이는 각진 건

물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건물로 바람이 불어오면서 건

물 측면을 따라 건물 뒤쪽으로 바람이 자연스럽게 흘러

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발생하는 난류층의 두께

도 직사각형과 정사각형에 비하여 매우 적게 나타났다.

Prismatic 형과 Taper 형의 분석 결과 정사각형과 직

사각형 형태의 초고층 건물과 마찬가지고 Taper형의 초

고층 건물의 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면적이 줄어들어 난

류가 적게 발생하였다.

결론적으로 건물 지붕과 외부에 풍력발전시스템을 설

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진 초고층 건물형태에 비하여

원형과 삼각형 형태의 초고층 건물이 상당히 유리한 형

상으로 판단된다.

4. 초고층 건물의 풍력발전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한

프로세스 제안

초고층 건물에 풍력발전시스템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

해서는 여러 가지의 고려요소와 설계 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고층 건물에 풍력발전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한 설계 프로세스를 그림 3과 같이 제시하여

실제 적용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5. 사례 연구

5.1 사례 건물 개요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적용 프로세스를 바탕으

로 풍력발전시스템을 초고층 건물에 적용시키기 위하여

사례 연구를 실시하였다. 사례 연구의 초고층 건물은 풍

력발전의 입지 조건이 비교적 양호한 바닷가에 위치한

72층, 297m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을 선정하였다.

그림 4. 사례 건물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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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적용 목표 설정

대상 건물과 같이 초고층 주상 복합 아파트는 엘리베

이터, 주민 공동 시설, 옥외 경관 조명 등 공동 전력 사용

량 비율이 높고 실내 바람길이 차단된 탑상형 구조로 인

하여 일반 아파트에 비해 전력 사용량이 높을 것으로 예

측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적용 목표로

대상 건물의 주민 공동시설에서 소비되는 조명에너지를

풍력발전시스템이 담당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대상 건물의 주민 공동 시설이 07:00~22:00, 365

일 운영한다고 가정을 한 경우 주민 공동시설의 연간 조

명 에너지 소비량을 도출한 결과 197,085kWh가 사용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5.3 대상 지역 기후 분석

풍력발전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풍력자원분석이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적용 건물

이 위치한 지역의 1998~2007년까지 10년간의 기상대 측

우소의 풍속 관측 데이터를 적용하였다.

대상지의 풍속 분석 결과 평균 풍속은 3.5m/s으로 나

타났고 풍향 분석 결과는 북동(NE)풍이 연간 11.25%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났고 계절별로 풍향이 일정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5.4 CFD를 이용한 대상 건물 기류 분석 및 적용 가능

위치 결정

대상 건물 주변 지형을 고려한 정확한 분석과 건물에

서 적용 가능한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건물에 발생

되는 기류 흐름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 따라

CFD를 이용하여 대상 건물에서 발생되는 기류 분석을

수행해 적용가능성 분석과 풍력발전시스템 적용 가능 위

치를 결정하였다.

(1) CFD 개요 및 모델링

본 연구에서 CFD 해석을 위해 상용프로그램인

STAR-CCM+ 3.02를 이용하여, 표준 κ-ε모델에 근거하

여 진행하였다. 대지 주변 모델링은 대상 건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산과 아파트 단지, 동쪽의 고층 주상복합건물

을 중심으로 그림 5와 같이 실시하였다.

그림 5. 대상 건물과 주변 대지 모델링

(2) CFD 입력 조건

CFD에 입력한 풍속은 대상 지역 평균 풍속인 3.5m/s

를 보정식을 이용하여 30m 높이마다 평균값을 입력하였

다. 그리고 풍향은 대상 지역의 주 풍향과 남쪽의 바다에

서 불어오는 해(海)풍을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시뮬레이

션에 입력한 풍속 값은 표 4와 같다.

Boundary name Height(m) Wind speed (m/s)

Inlet 1 0-30m 평균값 3.52

Inlet 2 40-60m 평균값 4.84

Inlet 3 70-90m 평균값 5.43

Inlet 4 100-120m 평균값 5.80

Inlet 5 130-150m 평균값 6.07

Inlet 6 160-180m 평균값 6.28

Inlet 7 190-210m 평균값 6.45

Inlet 8 220-240m 평균값 6.60

Inlet 9 250-270m 평균값 6.72

Inlet 10 280-300m 평균값 6.83

표 4. CFD 풍속 입력 값

(2) CFD 결과 분석 방법

대상 건물의 모델링을 한 다음 해석 결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그림 6과 같이 대상 건물을 수평 방향으로 50m씩

250m 높이까지 나누었고 수직 방향으로는 6개의 단면으

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림 6. CFD 결과 분석 방법

(2) CFD 결과

① 주풍향이 건물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의 반대쪽인 남쪽과

바람이 건물을 타고 흘러나가는 서쪽 측면은 바람의 정

체 구간이 많아 풍속이 0m/s~2m/s로 느리게 나타났고

서쪽 측면의 250m 이상부터는 난류의 범위가 점차 줄어

드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건물 측면에서 난류가 가장 적

게 발생하는 곳은 동쪽 측면으로 분석되었는데 200m 이

하의 저층부에서는 난류는 적게 발생을 하지만 풍속이

느리기 때문에 건물 동쪽 측면에 풍력발전시스템을 설치

하고 할 경우 200m 이상의 높이에서 설치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 그리고 Section 5의 결과에서 동쪽 측면은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의 건물 앞쪽보다 뒤쪽으로 갈수록

강한 풍속이 발생하여 풍력발전시스템 설치 시 건물 뒤

쪽이 더 유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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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section 1~5 분석 결과

Section 6~7의 분석 결과 건물 지붕에는 난류층의 두께

가 약 3m 이내로 발생하고 6.5m/s 이상의 풍속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 풍력발전시스템을 적용하기

에 타당한 위치라고 판단된다. 건물 측면의 경우 Section

6의 결과에서 보듯이 건물의 동쪽 측면에는 바람의 정체

구간이 적게 발생하지만 높이 200m 이하에서는 풍속이

약 4m/s 이내로 발생하기 때문에 풍력발전시스템을 적용

하기에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 그리고 건물

서쪽 측면에는 250m 이상에는 높은 풍속이 나타났지만

그 이하의 높이에서는 풍속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그림 8. section 6~7 분석 결과

Section 8~9는 그림 15와 같이 건물을 남, 북 방향의

단면으로 나누었을 때의 분석 결과이다. Section 6~7의

결과와 비슷하게 건물 지붕에는 난류층이 약 3m 이내로

발생을 하고 풍속은 6.5m/s 이상은 확보가 가능 할 것으

로 판단된다. 그리고 건물 남쪽 부분은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의 반대에 위치하기 때문에 바람이 건물에 부딪혀

빠져나가면서 풍속이 매우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Section 10의 분석 결과 건물의 평지붕과 비교하여 상

대적으로 경사 지붕에서 더 높은 풍속이 발생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림 9. section 8~10 분석 결과

② 해(海)풍이 건물에 미치는 영향

section 1~5 분석 결과 건물 측면의 경우 적용하기 타

당한 지역은 동쪽 측면으로 판단되는데 150m 높이까지는

풍속도 느리고 난류가 전반적으로 발생해 적용하기 어렵

고 200m 이상의 높이부터는 난류가 적게 발생하여 약

6m/s 이상의 풍속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0. section 1~5 분석 결과

section 6~7 분석 결과 건물 서쪽 측면은 전 층에 걸

쳐 풍속이 매우 느리게 나타났고 건물 동쪽 측면은 바람

의 정체 구간이 50m 이하의 저층부를 제외하고는 매우

적게 발생하였다. 건물 지붕은 평지붕 부분과 경사 지붕

모두 난류층이 약 3m로 발생을 하고 6.5m/s 이상의 풍속

확보가 가능해 설치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 그러나

Section 6의 결과에서 보듯이 평지붕 부분은 바람이 불어

오는 방향의 건물 앞쪽보다 건물 뒤쪽으로 갈수록 난류

층이 점차 증가하기 때문에 풍력발전시스템을 설치 시

타워 높이를 건물 앞쪽보다는 더 높여야 될 것으로 판단

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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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section 6~7 분석 결과

Section 8~10 분석결과 바람이 건물 지붕 모서리에 부

딪히면서 건물 뒤쪽으로 갈수록 난류층의 두께가 점차

증가하였다. 그리고 남쪽 측면을 살펴보면 해풍이 남쪽에

서 불어오지만 건물의 각진 형태로 인하여 전 층에서 풍

속이 매우 낮았고 저층 부분은 주변 건물의 영향으로 바

람의 정체 구간이 나타났다. 건물 지붕은 Section 9에서

보듯이 가장 강한 풍속을 얻을 수 있고 난류층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가장 최적의 장소라고 판단된다. Section

10 분석 결과에서 약 200m 이상의 높이에서는 난류층이

발생하지 않고 6m/s 이상의 풍속 확보가 가능하여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

그림 12. section 8~10 분석 결과

(3) 설치 가능 지역 도출

대상 건물의 CFD 결과를 바탕으로 주풍향이 불어올

때의 적용 가능 위치와 해풍이 불어올 때의 적용 가능

위치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위치를 그림 13과 같이 도출

하였다. 건물 측면 부분은 주풍향과 해풍의 방향이 반대

이기 때문에 설치 가능 지역이 매우 제한적으로 나타났

다. 지붕 부분에 풍력발전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는

난류층의 두께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타워 높이를 Zone

1은 3.5m, Zone 2의 경우에는 약 6m 이상으로 차이를 두

고 설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상 건물 동쪽 측면에 설치

하는 경우에는 59층 이상, 높이로는 200m 이상에 설치하

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3. 대상 건물 설치 가능 지역

5.4 풍력발전시스템 선정

적용 대지 기후 분석 결과 주풍향인 북동(NE)풍이

11.25%로 풍향 변동이 계절에 따라 불규칙하고 주풍향의

반대에 위치한 바다의 해륙풍으로 인하여 풍향의 변화가

매우 심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수평축에 비하여 풍

향의 변동에 영향을 적게 받는 수직축 풍력발전시스템

시스템을 선정하였다.

선정한 풍력발전시스템의 사양은 표 5와 같다.

Specification 5kW

Rotation Axis Vertical Axis

Number of Blades 3

Rotor Diameter 3.1m

Swept Area 13.6㎡

Weight 305kg

Start-Up

Wind Speed
4.5m/s

Rated Power 7.4kWh at 14m/s

Survival

Wind Speed
55m/s

표 5. 선정한 풍력발전시스템 개요

5.4 풍력발전시스템 배치 계획

(1) 지붕 배치

CFD 분석 결과에 따라 타워 높이를 5대는 3.5m, 1대

는 6m로 하여 대상 건물의 평지붕과 경사 지붕에 그림

20과 같이 배치하였다. 지붕의 설치 가능 부분에 최대한

설치한다고 가정할 경우 평지붕에는 3대, 경사 지붕에는

7대가 설치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설치된 풍력

발전시스템이 연간 생산 할 수 있는 발전 전력량은

131,653kWh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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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풍력발전시스템 지붕 배치안

(2) 지붕과 측면 동시 배치

CFD 분석 결과 건물 지붕뿐만 아니라 건물 동쪽 측면

일부에서도 설치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 그림 15와

같이 배치를 하였다. 건물 측면의 설치가능면적에 최대한

설치 가능하다고 가정했을 경우 이격거리를 고려하면 총

3대가 설치 가능하다. 따라서 지붕과 측면에 모두 설치할

경우에는 최대 13대가 설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설치

된 풍력발전시스템이 모두 가동되었을 때 연간 발전전력

량은 171,149kWh으로 예측이 된다.

그러나 건물 측면부 설치는 이론적으로 설치가 가능하

나 기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남아 있다. 우선 풍

력발전시스템을 측벽에 고정시키기 위한 구조적인 문제

가 해결되어야 하고 풍력발전시스템이 설치되는 층에 거

주하는 거주자들의 경관 문제와 지붕에 설치되는 것과는

달리 풍력발전시스템이 거주 공간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소음 문제도 해결을 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까지 기술력

으로는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나 최근 건물

에 적용할 수 있는 소형 풍력발전시스템이 경량화, 저소

음, 저진동으로 연구 개발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

에 추후에는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15. 건물 지붕과 측면 동시 배치안

6. 결론

본 연구에서 수행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초고층 건물 계획안이 발표된 도시를 중심으로 풍

속을 예측해본 결과 200m 높이에서는 5.7~7.4m/s, 500m

에서는 6.6~8.0m/s의 평균 풍속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나 적용 잠재성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건물 형태에 따라 지붕이나 측면의 기류 패턴이 달

라지기 때문에 CFD를 이용하여 분석해본 결과 정사각형

과 직사각형은 건물 지붕과 측면에 일정 간격의 난류가

발생하여 이격거리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원형과 삼각형 형태는 건물 측면에서

강한 풍속이 발생하였고 건물 지붕과 측면에서 난류 발

생이 적게 나타나 삼각형과 사각형에 비하여 풍력발전시

스템을 적합하기에 유리한 형태로 나타났다. 그리고

Prismatic 형과 Taper 형을 비교한 결과 Taper 형은 높

이가 높아짐에 따라 난류가 적게 발생하는 특성을 보였

고 풍속에서는 전반적으로 Prismatic 형이 더 높은 풍속

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본 연구에서 제안한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72층 규

모의 초고층 건물을 선정하여 사례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5kW급 소형 풍력발전기 13대를 설치 후 연간

171,149kWh의 전력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건물

에서 소비되는 에너지의 일부분을 담당 할 수 있을 것으

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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