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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초고층 건물은 지역의 랜드 마크로써 건설 기술의 집합체라는 의미로 활용

되며 최근 건설 트렌드로 인하여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저층, 중

층 건물에 비해 토지의 절약과 함께 도심 과밀화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대

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초고층 건물의 증가와 더불어 최근 공동주택에서는 31층 이상의 고층 공

동주택이 증가하고 있는데, 통계청에서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서 2006

년 215건에서 2011년 887건으로 약 413%의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1)

이와 같이 국내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국가 총 에너지소비에서 건물분야는

약 2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건설 공사에 필요한 각 공종별 에너지 사

용을 포함할 경우 그 비중은 운송 및 교통수단에 버금가는 더 많은 에너지소

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토해양부에서 제시한 녹색건축물 활성화 방안에 따라 BAU

대비 2020년 까지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3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2) 이러한 상황에서 증가하고 있는 초고층 공동주택에서의 에너지

절감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다. 초고층 공동주택은 저층, 중층

의 공동주택에 비하여 각종 설비의 집중화와 대규모의 가구가 밀집되어 있으

며, 외부의 풍압으로 인한 자연환기의 적용이 어려워 기계식 환기에 의존하

는 상황이다. 또한 주변 건물로부터 음영이 발생하지 않는 특징으로 인하여

일반적인 공동주택에 비하여 세대 당 2배 가까운 에너지의 소비가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나3)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태양에너지, 바람에너지를 활용한 청정에너지원으로

최근의 저탄소성장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가 이루어져야하는 에너지로써 이를

초고층 건물에 적용을 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와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1)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층수별 건물 현황 통계 자료, http://kosis.kr/index/index.jsp

2) 녹색위, 202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미래비전비서관실, 2009.11

3) The Sidney Morning Herald,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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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건물에서 풍력 발전은 무한한 자연의 바람을 이용한다는 측면에 있어

서 가능성이 크며, 대형 및 소형 풍력발전기의 적용에 관한 연구와 시도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도심지에서 발생하는 바람은 그 예측이 쉽지 않고, 풍량도 충분치

않으며 특히, 국내의 경우 계절에 따라 주 풍향이 변화하는 기후적인 특성으

로 인하여 건물적용이 매우 어렵다.

한편, 초고층 공동주택의 경우 대부분 기계 환기 설비를 적용하고 있으며,

특히 배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기를 배출시키고 있다. 따라서 도심지의

초고층 공동주택은 건물 높이에 따른 바람의 상승효과를 얻을 수 있고, 특히

배기구를 통한 배기 풍을 외기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연구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초고층 공동주택에서 유인모듈을 적용한 배기

풍을 소형풍력발전에 적용시켜 성능평가를 실시함으로써 기류의 상승효과를

얻고자 한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는 추후 소형풍력발전을 전물에 적용 및

보급시킬 수 있는 기초적 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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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 수행된 연구 내용 및 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의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 시스템 적용을 위한 이론적 고찰

초고층 공동주택에 대한 특성을 고찰하며, 초고층 공동주택에서 나타나는

바람의 변화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다. 또한,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에 대한 기

존 연구동향과 사례 분석을 실시하였다.

(2) 소형풍력발전과 공동주택 배기시스템의 고려요소 도출

초고층 공동주택에서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하여 배기 시스템

의 종류 및 특징 등을 분석하고 특히,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배기시스템의 선정 등 고려요소를 도하였다.

(3) 유인 모듈 성능 평가

역학적 분석을 통해 설계된 유인모듈의 CFD 시뮬레이션과 실제 건물에 설

치한 TEST-BED 실험을 통하여 성능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기류 상승효과

를 확인하였다.

(4) 배기겸용 소형 풍력 시스템 적용을 위한 유인모듈 활용 방안 제안

CFD 시뮬레이션 및 Test-Bed 실험을 통해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배기

겸용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의 최적 적용 안을 도출하고 활용방안을 제안 하였

다.

다음 장 (그림 1.1)은 연구의 흐름도를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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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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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고찰

2.1 소형풍력발전 시스템

2.1.1 소형풍력발전 시스템 개요 및 현황

(1)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의 정의

풍력발전 시스템(Wind Turbine System)은 바람에 의하여 발생하는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에너지 변환 기술이다. 바람이 가지는 운동에너지에서

로터 블레이드가 기계적 에너지를 추출하고 이 회전력으로 발전기의 로터를 회

전시켜 전력을 생산한다. 최근 해상의 바람을 이용한 풍력발전시스템의 발전 및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의 경우 건물의 외피 디자인의

변화를 통하여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소형풍력발전기의 구분은 크게 발전용

량을 100kW이하로 정하고 있지만 국가별로 서로 다른 정의를 내리고 있다. 국

내에서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을 구분하는 기준은 블레이드 회전 면적이 200m2미

만 이거나 정격출력으로 구분시 30kW미만으로 구분하고 있다. 아래의 <표

2.1>4)는 각 국가별로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을 구분한 기준을 나타내었다.

기관 용량 블레이드 회전 면적

AWEA

(American Wind Energy Association)

100kW 이하

사무용 (21~100kW)

주거용 (1~10kW)

200m2이하

BWE

(German Wind Energy Association)
100kW -

GWEC

(Global Wind Energy Council)
100kW 이하 -

IEC/TC 88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14.8kW 40m2이상, 200m2이하

NREL(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 100kW 이하 -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 센터 30kW 미만 200m2 미만

<표 2.1> 국가별 소형풍력발전 시스템 기준

4) 에너지 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 센터, 신․재생에너지 백서 2010, pp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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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형풍력발전시스템 구성 요소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은 발전기에서 생산된 전기가 제어장치와 컨버터를 지

나 건물에서 전기의 사용처에서 사용이 이루어지며, 사용 후 남은 전기의 경

우 축전지에 저장이 되어 추후에 사용이 되거나 유입되는 외부의 전기 계통을

따라 판매되거나 사용되어 진다.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의 구성은 (그림 2.1) 과

같다.

(그림 2.1) 소형풍력발전시스템 구성

소형 풍력발전기의 형태와 관계없이 기본적인 구성은 블레이드, 발전기, 브

레이크, 에너지 저장장치, 타워, 전력 전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상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5)

가) 블레이드

블레이드는 대형풍력터빈과 같이 바람의 운동에너지를 기계적인 회전운동으로 변환

을 시켜주는 장치이다. 소형으로 크기가 작아 새로운 익형의 설계를 통한 성능 향상을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수평축과 수직축의 발전기의 차이는 블레이

드의 형상에서 나타나며, 수직축풍력발전기의 경우 시동속도가 낮은 장점이 있다.

5) Sustainability Victoria, Victorian Consumer Guide to Small Wind Turbine

Generation, 2010.06, p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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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발전기

소형풍력발전기에서 생산되는 초기 전기는 전압과 주파수가 변동하게 되는

3상의 불균일한 교류(AC)이다. 이 전기가 직류로 정류되어 축전기에 저장되

거나 계통연계형 인버터로 공급되게 된다.

다) 브레이크

브레이크는 시스템의 보호를 위한 장치로 강한 풍속으로 인한 발전이 이루

어지는 과정에 과열 또는 과대한 부하의 발생으로 발전기의 고장이 발생하는

현상을 방지하는 장치이다. 이를 위하여 소형풍력발전기에는 간단한 기계적

인 원리를 활용한다. 풍속이 높아지는 경우 로터의 움직임을 통한 주풍향과

어긋나도록 하는 방법과 브레이크를 이용하여 발전기의 회전을 강제로 정지

시키는 방법 등이 있다.

라) 에너지 저장 장치

에너지 저장 장치의 경우 비상 배터리를 에너지 저장 장치로 활용하며, 주

변에서 볼 수 있는 축전지를 병렬형태로 연결하여 사용한다.

마) 타워

타워는 소형풍력발전기의 설비적 비용이 가장 크게 차지하는 부분으로 소

형풍력발전기를 구동이 유효한 바람을 확보하고자 높이 들어 올리는 용도로

사용된다. 일반적인 높이로 9m 이상의 타워가 적용 된다.6)

바) 전력 전자

소형풍력발전기는 기계적인 부품 이외에 다양한 전기적 부품이 이용되는데,

이러한 전기적 부품은 배터리의 과충전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충전제어기

(charge controller), 발전기에서 생산되는 전기량, 배터리 충전량, 부하에서

사용한 전기 사용량 등의 안내가 나타나는 시스템 계측기(system meter), 배

6) 황병선, 최신풍력터빈의 이해, p412~413 ,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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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리와 인버터 사이에서 단락스위치 역할을 하는 DC disconnect, 생산된 전

기를 일정 품질의 AC로 변환 시키는 인버터(invertor) 등이 있다.

(3) 소형풍력발전시스템 분류

풍력발전기는 <표 2.2> 7)에 나타나있는 것과 같이 회전축 방식, 공력이용

방식, 운전방식, 출력제어방식, 전력사용방식 등으로 분류되지만 일반적으로

회전축 방향을 기준으로 수평축 풍력발전 시스템과 수직축 풍력발전 시스템

으로 구분이 된다. 즉,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과 평행하게 축이 놓이는 것을

수평축 터빈, 수직으로 설치되는 것이 수직축 터빈이다. 수직축 형은 수평축

형과 달리 요잉제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차이점이다. (그림 2.2)는 수평

축 풍력발전 시스템을 나타내며, (그림 2.3)은 수직축 풍력발전 시스템을 나

타낸다.

분류기준 형식

회전축 방향
⦁ 수평축 풍력발전 시스템(HAWT)

⦁ 수직축 풍력발전 시스템(VAWT)

공력이용방식
⦁ 양력방식
⦁ 항력방식

운전방식
⦁ 정속운전
⦁ 가변속 운전

출력제어방식
⦁ 실속제어방식
⦁ 피치제어방식

전력사용방식
⦁ 계통연계
⦁ 독립 및 복합운전

계통연계방식
⦁ 전용량 컨버터

⦁ 부분용량 컨버터

증속기 사용여부
⦁ 간접 구동식

⦁ 직접 구동식

발전기 종류
⦁ 동기발전기
⦁ 유도발전기

수풍 방향
⦁ 전방향형
⦁ 후방향형

설치 위치
⦁ 육상풍력터빈
⦁ 해상풍력터빈

<표 2.2> 소형풍력발전시스템 분류

7) 황병선, 최신풍력터빈의 이해, p40 ,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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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수평축 소형발전 시스템

(HAWT)

(그림 2.3) 수직축 소형발전 시스템

(VAWT)

가) 수평축 풍력발전 시스템(HAWT)

수평축 풍력발전기는 현재 가장 안정적인 고효율 풍력 발전 시스템으로 인

정받으며 널리 사용되고 있다. 수평축 풍력 발전기는 외부기류를 맞이하는

방식에 따라 맞바람 형식과 뒷바람 형식으로 나눌 수 있다. 맞바람 형식은

블레이드가 외풍에 먼저 맞닿아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어 발전에 외풍의 손실

이 적은 장점이 있으나 주 풍향의 변화에 따라 블레이드 및 발전기 등의 설

비가 회전을 하는 요잉 장치가 필요하며, 이에 복잡한 설비가 필요하다. 또한

많은 발전기의 설치에 있어서 주변의 발전기와의 충돌에 유의하여 설계가 이

루어져야 하는 단점이 있다. 뒷바람 형식은 외풍이 블레이드 이전에 발전기

및 타워를 먼저 만난 후 블레이드에 닿아 발전이 되는 형식이다. 외풍의 압

력으로 인하여 요잉 시스템이 불필요하지만, 외풍의 손실 및 자유로운 요잉

으로 인하여 설비 배선 등의 꼬임이 발생하게 되어 설비측면의 큰 손실이 발

생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8)

나) 수직축 풍력발전 시스템(VAWT)

수평축 풍력발전 시스템은 풍력발전기의 회전축이 지면과 수직을 이루는

8) 이동윤, 초고층 건물에서의 하이브리드 파워시스템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1.02,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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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기로 현재 대형화된 수평축 풍력발전 시스템은 없는 상황이다. 수평

축의 장점은 외부의 풍향에 관계없이 발전이 가능하며, 증속기 및 발전기가

지상에 설치되어 있어 유지보수 및 점검이 수직축에 비하여 용이하다. 하지

만 낮은 풍속에서는 시동토크가 필요하며, 자가동이 불가능하다. 또한 주 베

어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발전기 전체를 분해하여야 한다. 수직축 풍력발

전 시스템은 일정한 단면형상의 원호형 날개의 양끝을 수직축으로 2~3매 붙

여 만든 다리우스 형과 수직으로 붙여진 대칭익형 블레이드가 풍향에 대응하

여 자동적으로 최적의 받음각을 얻는 구조인 자이로밀형이 있다.9)

(4) 소형풍력발전시스템 특성

가) 출력곡선(power curves)

풍력발전기의 출력곡선은 성능곡선이라고도 하며 출력대비 풍속을 나타내

는 곡선이다. 풍력터빈이 개발되고 제조사가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풍력발전

기의 그래프이다. 출력곡선은 풍속계를 터빈에서 가까운 기상 탑에 설치하고

풍속과 그때 발생하는 출력을 측정하여 결정하게 된다.10) 측정하여 그래프로

나타낸 그림이 (그림 2.4)이다. 풍력발전기는 풍속의 고려를 통하여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 할지라도 10%내외의 오차를 고려하여야 한다.

(그림 2.4) 풍력발전기의 출력곡선 예시

9) 장종훈, 풍력터빈의 기초, p 38~39, 2010.08

10) http://www.wind-power-program.com/turbine_characteristic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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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곡선에는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최소한의 풍속을 나타내는 Cut-in

Speed가 나타나 있고, 정격 출력을 나타내는 풍속까지 세제곱에 비례하는 전

력의 생산이 이루어지며, 정격 출력의 풍속을 지나며 일정한 전력이 생산이

된다. 정력출력을 지나 지속되는 발전으로 인하여 과다한 회전으로 인한 사

고의 방지를 위하여 Cut-out Speed의 지점을 지나며 발전을 중지하게 된다.

소형 풍력발전기의 경우 12~15m/s의 풍속에서 정격출력을 나타내는 풍속으

로 설정이 되며, 18m/s의 풍속을 넘어서는 순간 발전을 정지시키게 된다.11)

소형 풍력발전기는 각각의 Cut-in Speed, 정격출력, Cut-out Speed가 달라

출력곡선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의 풍속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진 후 선택을

하여야 한다.

나) 출력계수(power coefficient)

출력계수(power coefficient, Cp)는 실제 외부의 바람을 이용하여서 추출할

수 있는 에너지의 비율을 말하며, 이를 산출하는 방법은 (식 2.1)12)과 같다.

  











(식 2.1)

  실제로 얻어진 출력 ⦁ or   

  공기밀도  

  로터회전면적  

  풍속  

최대로 얻을 수 있는 출력계수의 값은 베츠계수(Betz limit)라고 알려져 있

다. 이론적 최대 출력계수 값은 59.3%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림 2.5)13)와 같

11) 전현도, 초고층 건물의 풍력발전시스템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석사학위 논

문, 20102, pp.63

12) European Commission’s Energy, Wind Energy Overview, 2012

13) 황병선, 최신 풍력터빈의 이해, 2009.09, p5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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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성능의 프로펠러형 풍력발전기의 값은 45~58%이며, 항력형 사보니우스

풍력발전기의 값은 15%~20% 정도로 나타난다.

(그림 2.5) 블레이드 형태별 주속비와 파워계수 관계

(그림 2.5)의 가로 축은 주속비(TSP)를 나타내며, 블레이드의 끝이 회전할

때 움직이는 속도를 말한다. 수평축의 경우 높은 풍속에서 주속비가 높으며,

높은 출력계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직축의 경우 낮은 주속비에서

도 출력계수의 값을 갖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리적인 출력 계수만으로 비교를 실시하면 수평축인 프로펠러 형, 수직축

인 다리우스 형, 사보니우스 형의 순서로 나타난다. 하지만 풍력발전기의 선

택에 있어서는 프로펠러 형과 다리우스 형, 사보니우스 형의 설치와 활용 공

간의 고려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다) 솔리디티(solidity)

솔리디티는 풍력발전기의 성능을 나타내는 또 다른 중요한 계수로 풍력발

전기의 주속비와 솔리디티는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 솔리디티는 다음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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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과 같이 정의 된다.

솔리디티 풍력발전기의 회전면적
풍력발전 블레이드면적의 합

(식 2.2)

수평축 풍력발전기는 날개매수가 많은 미국 다익형이 프로펠러 형보다 솔

리디티가 크고, 토크가 커서 양수용 펌프를 돌리기에 적합하다. 수직축의 풍

력발전기는 사보니우스 형이 다리우스 형보다 솔리디티가 크다. 풍력발전기

축을 기준으로 분류하였을 경우 솔리디티를 식으로 나타내면 (식 2.3), (식

2.4) 과 같다.

수평축의 경우

 
 


(식 2.3)

수직축의 경우

 


(식 2.4)

  블레이드 반경
 수평축 블레이드 투영면적
  블레이드 수
  수직축 블레이드 코드길이

라) 가동률(availability)

풍력터빈의 가동률은 풍력터빈의 신뢰성 척도를 나타내며, 발전기의 가동

준비율을 말한다. 오늘날의 풍력터빈은 대부분 95%이상의 가동률을 가질 정

도로 신뢰성이 높아지고 있다. 가동률의 계산 방법은 (식 2.5)15)와 같다.

14) 김진우, 초고층 공동주택의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시스템 적용을 위한 실험적 연구, 2012, pp47

15) 김진우, 초고층 공동주택의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시스템 적용을 위한 실험적 연구,

2012, pp48



- 14 -

가동율 연간시간 
연간가동시간 

× (식 2.5)

마) 이용률(CF : capacity factor)

이용률은 전력생산을 위한 발전설비의 생산성을 측정하는 척도로써 풍력발

전기의 연간발전량을 그 풍력발전기의 정격출력에서 연간 생산된 발전량을

말하며, 식은 다음의 (식 2.6)과 같다.

설비이용율  정격측력 ⦁연간시간 
연간발전량  ⦁ (식 2.6)

최신 풍력발전기는 95% 전후로 작동을 하지만 풍향과 풍량의 변화로 인하

여 정격 용량보다 낮게 운용이 되고 있다. 풍향과 풍량이 좋은 시점에는 훨

씬 높은 이용률이 나타나지만 거의 25~40%정도 이다. 이를 해결하고자 크기

가 큰 로터와 작은 용량의 발전기를 조합하여 적용하면 이용률이 60~80% 까

지 올라갈 수 있다.

(5) 소형풍력발전시스템 시장 현황

가) 국내 시장 현황

최근 정부는 녹색성장을 위한 유력한 수단 중 하나로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강력하게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2008년 통계자료상 풍력발전시스

템은 전체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 중에서 약 1.6%16)에 그치는

미비한 상황이다. 이는 국내의 풍력발전시스템에 대한 역사가 짧으며, 육상풍

력발전의 경우 발전소의 건설지역 등의 제약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다. 이

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2008년 제 3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에 대한 계획을 밝히고 2009년부터 2030년까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2030년 까지 11%17)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16) 글로벌 풍력발전시장 기술동향과 사업전략, 2010, 데이코 산업 연구소

17) 지식경제부, 제 3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2009~2030),

p12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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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을 확대하는 것을 양적 목표로 하고 있다.

2008 2010 2015 2020 2030

1차 에너지 (백만 TOE) 247 253 270 287 300

신․재생에너지 (천 TOE) 6,360 7,566 11,731 17,520 33,027

비중 2.58% 2.98% 4.33% 6.08% 11.00%

<표 2.3> 1차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전망․목표안

그 중 풍력발전은 “Wind 2020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2020년 까지 국산풍

력발전기 2,000MW를 공급하며, 소형풍력발전은 ‘그린 홈 100만호 사업’을 통

하여 공급을 실시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국내 풍력발전 산업은 수주 기반의 수출 전략형 구조를 나타내고

있으며, 현재 정부 주도의 산업육성과 해양풍력을 중심으로 내수시장을 이끌

고자 하고 있으나, 경기의 침체와 단기적인 정책으로 인하여 향후에도 이러

한 산업 구조와 보급이 더딘 상황은 계속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

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형 풍력발전 시스템의 보급과 동시에 소형풍력발전

에 있어서 건물 적용, 및 소형풍력단지 등의 설치 등을 통한 연구와 시도가

꾸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나) 해외 시장 현황

① 세계 소형풍력발전시스템 현황 및 전망

2010년 전 세계적으로 소형풍력발전 시장은 26%의 성장을 하였으며, 미국

내에서는 1억 3천 9백만 달러의 판매액을 달성하였다. 미국 풍력 에너지 협

회(AWEA; American Wind Energy Association)에 따르면 소형 풍력 발전

시장은 미국을 중심으로 영국, 독일, 캐나다 등의 국가들이 주도적으로 활동

하고 있으며, 그 외 25개국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8) 스마트 그

리드 전문 컨설팅 회사인 Pike Research에 따르면 2013년 소형풍력발전 용량

18) 장호진, 초고층 건물에서의 소형풍력발전 시스템 적용 프로세스에 관한 연구, 중앙대

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2.02,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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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15MW로 매출액은 4억12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최근 도심지에서의 소형풍력발전시스템 적용 기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각 나라 정부의 적극적인 세금 혜택으로 2015년 전 세계 소형풍력시스

템 시장 규모는 2010년 보다 2배 이상 성장하여 매출액은 6억 34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소형풍력발전 시장을 선도하는 미국의 경우 2011년 19MW의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이 설치되어 전년 대비 26% 하락을 보였으며, 누적설치용량은 198MW

로 약 151,300개의 시스템이 설치되었다.19) 미국은 소형풍력발전 시장의 성장

으로 인해 기술력 또한 경쟁력을 가지게 되었고 그 결과 소형풍력발전시스템

의 용량 크기 역시 다양하게 증가하였으나, 현재 미국의 소형풍력발전 시스

템의 경우 시장의 포화 등의 문제로 인하여 생산 및 판매에 있어서 하락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증가하였던 기간 중 특히, 2008년부터

1~10kW와 11~100kW 크기의 용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또한 미국에서는

최근 도심지의 건물 옥상에 설치하는 Roof-top(Urban turbine)개념의 소형풍

력발전시스템 설치 용량이 2010년 기준 1,700kW 이상으로 미국 소형풍력발

전시스템 설치 용량이 2010년 기준 1,700kW 이상으로 미국 소형풍력발전 시

장 7%을 차지하였으며, 이는 2009년 대비 430%의 성장을 하였고 현재 미국

내에서 1,074개의 Roof-top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이 설치되었다.20)

(그림 2.6)은 전제적인 용량에 대한 그래프를 나타낸 그림으로 2011년 추가

된 용량은 2010년 대비 낮게 나타났으나, 2011년 전체적인 용량은 2010년 대

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림 2.6)은 전체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의

설치 대수를 나타낸 그림으로 2011년에는 0~0.9kW의 발전량을 나타내는 소

형 풍력발전 시스템의 설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10kW, 11~100kW

발전량 크기를 갖는 발전기의 설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 AWEA, 2011 AWEA Small Wind Global Market Study, 2012, pp.6~8

20) 박영현, 초고층건물에서의 소형풍력발전시스템 적용프로세스에 관한 연구, 2013,

pp24~25



- 17 -

(그림 2.6) 미국 소형풍력발전시스템 시장

영국재생에너지협회 통계결과에 따르면 2005년에서 2010년까지 소형풍력발

전터빈의 전력량이 계속 증가하여, 2010년 55.75GWh에 도달하였으며, 시장의

활성화가 지속된다면, 2020년에는 1.7TWh의 발전량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

로 예상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2010년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이 14.23MWh로

전년 대비 65%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누적 설

치용량은 42.19MWh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21) 영국의 경우 (그림 2.7)과

같이10~20kW의 발전량을 나타내는 풍력발전기와 50~100kW의 발전량을 나타

내는 발전기의 설치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10~20kW의 발전량의 발전기의

설치가 가장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또한 <표 2.4>와 같이 건물일체형 소형풍

력발전시스템(Building Mounted)은 2011년 까지 총 2770개가 설치되었으며,

독립형(Free Standing)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은 18840개가 설치되어 있다.

건물일체형 시스템의 경우 2006년을 기점으로, 점차 시장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으로 차츰 그 범위를 넓혀 나갈 것으로 예측된다.

21) BWEA, “Small Wind Systems UK Market Report”,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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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Total

Building Mounted 2 380 1,054 663 333 113 225 2,770

Free Standing 1,161 1,852 2,733 2,790 2,947 2,740 4,617 18,840

Total 1,163 2,232 3,787 3,453 3,280 2,853 4,842 21,610

<표 2.4> 영국 소형풍력발전 시스템 설치현황 및 전망 (단위 : Unit)

(그림 2.7) 영국 소형풍력발전 시스템 용량별 설치 추이

덴마크와 독일은 해상풍력을 비롯한 대형풍력 시장은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으나,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의 경우 엄격한 규제로 인하여 시장의 발전이

더뎌 규모가 작게 형성되어있다. 독일의 경우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에 대한

생산, 공급업체가 존재하고 있으나, 시스템에 대한 인증과 관련 기준의 미비

로 인하여 업체들의 홍보 등에 있어서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상황이 발

생하곤 한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강국인 만큼 독일에 정확한 인증제도와

제도가 정책되면 급격한 시장의 확대가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② 국가별 정책 현황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에 대한 각 국가별 정책은 <표 2.5> 와 같다.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와 주정부 차원에서의 풍력발전시스템 사업에 대한 지원이 적

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2008년 이후로 소형풍력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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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시스템에 대한 세금을 30% 감면해주고 있다. 주정부 차원에서도 역시 신

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도입으로 전

력사업자들이 풍력에너지 등 일정 비율의 신재생에너지를 구매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며, 소형 풍력발전시스템에 대한 안전규정을 강화하여 소비자들의

신뢰는 갖도록 하고 있다. 영국을 비롯한 덴마크, 독일의 경우 육상 및 해상

의 풍력발전시스템은 비용 삭감 측정기준에 의해 신재생에너지 전력거래 가

격이 정부 기준 가격 보다 낮을 경우, 거래가격의 차액을 지원해주는 발전차

액지원 제도(FIT; Feed in Tariff)를 지원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최근 보급

되기 시작한 가정용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에 대하여 세금면제 및 각종 인센티

브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풍력발전 보급을 위한 제도를 정립하여 점

차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꾀하고 있으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사고지

역을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지역으로 활용하는 등의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및 보급을 위하여 2007년 재생에너

지법을 제정하였으며, 풍력발전의 도입에 있어서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최대

70% 까지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22)

분류 정책현황

미국
Ÿ 소형풍력발전 설비에 관한 세금 30% 감면

Ÿ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도 도입

영국
Ÿ 인센티브 제공

Ÿ 발전차액지원제도 적용

일본
Ÿ 보조급제도 도입

Ÿ 신재생에너지 의무 할당제도 도입

중국 Ÿ 풍력발전 도입 시 정부 지원금 70% 지원

<표 2.5> 각 국가별 신․재생에너지 정책현황

22) 해외주재사무소 정책보고서(풍력에너지 현황 분석), 2010, 일본주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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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소형풍력발전 시스템 고려요소 도출

초고층 공동주택에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을 적용하기에 앞서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의 특징과 고려요소들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실시하였다. 다양한 고려

사항들이 있으며, 이 중 초고층 공동주택에 적용을 위한 고려사항인 풍속과

풍량, 풍향, 소음, 안전성, 건물에서의 풍환경에 대하여 이론적 고찰을 실시하

였으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풍속과 풍량

건물의 옥상부에 설치되는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의 경우 주변의 건물에 따

른 바람의 영향과 지역의 풍환경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게 된다. 풍력발전기

의 경우 바람의 영향력이 강한 지역에서 적용하여야 가장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풍속과 풍량에 대한 사전 고려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의 경우 초고층 건물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과 부산으로 해

당 지역의 200m 평균 풍속은 약 5.5m/s로 높은 풍속을 나타내고 있다. 초고

층 건물이 밀집된 주요 지역의 200m 높이에서의 풍속은 평균적으로 3m/s 이

상이 발생하여 소형풍력발전의 발전에 있어서 적합한 풍속을 나타내고 있으

나 풍량의 경우 주변 건물들에 의한 영향으로 낮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

러한 풍량의 확보를 위하여 순간적으로 불어오는 돌풍, 건물과 건물사이에서

발생하는 바람, 건물에서 발생하는 배기풍의 활용 등의 고려를 통하여 풍력

발전기의 구동에 필요한 지속적인 풍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2) 풍향

소형풍력발전기를 비롯하여 모든 풍력발전 시스템은 풍속, 풍량과 함께 풍

향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이루어진다. 풍향은 풍력발전기의 효율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풍향이 맞지 않게 설계된 경우 풍력발전기는 한낱 장식

품에 지나지 않게 된다. 모든 풍력발전시스템의 적용 시 풍향에 대한 고려는

선행되어야 하나 수평축의 경우 풍향의 영향이 가장 크게 작용하게 된다. 수

직축의 경우 대부분의 방식이 풍향에 영향을 적게 받도록 설계가 되어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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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향의 고려는 낮게 되지만 수평축의 경우 풍향이 맞지 않는 경우 요잉 시스

템의 적용에 따른 발전기의 회전이 되지 않으면, 바람을 이용할 수 없는 상

황이 발생하게 되어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풍향에 대한 고려는 발전 시스템 설치 지역의 풍환경의 고려가 이루어진

후 일정한 풍향이 확실할 경우와 불확실 경우로 나누어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도심지의 경우 건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풍향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게 되어 사전 풍향에 대한 풍환경 분석과 동시에 그에 맞는 블레이드

의 선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소음

풍력발전 시스템의 경우 외부의 바람의 기류를 이용하여 블레이드의 회전

이 발생하는 방식으로 전력을 생산하게 된다. 이때 바람을 가르는 블레이드

로 인한 소음은 물론 회전으로 인한 구조체의 진동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

한 소음 및 진동의 크기는 약 50dB 내외의 소음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

다. 하지만 소형풍력발전기의 건물적용에 있어서 관련 기준은 미비한 상황으

로 현재 환경소음진동기준, 생활소음규제기준 등을 예로 보면 50dB 내외의

소형풍력발전기의 소음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23) 하지만

소음에 대한 척도는 개인의 주관적인 측면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소

형 풍력발전기의 설치에 앞서 설치 지점에 상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고속의 회전이 발생되는

풍력발전기는 효율이 좋으나 소리의 불쾌감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저속회전

풍력발전기의 경우 효율은 낮으나 소음에 대한 불쾌감을 줄일 수 있으므로

효율과 소음에 관한 사전의 고려를 통한 적용이 필요하다.

(4) 안전성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의 설치 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로 안전성이 있

다.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이 건물에 설치되는 경우는 건물의 옥상부, 측면부

등 건물에서 바람이 가장 많이, 강하게 발생하는 부분에 설치하게 되는데 풍

23) 김진우, 초고층 공동주택의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시스템 적용을 위한 실험적 연구,

2012, pp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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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발전기의 발전에 있어서 블레이드의 진동, 풍압으로 인하여 발전기의 탈락

이 발생하여 자칫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구조물의 손실이 발생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의 설치에 앞서 구조적인 안전

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해외의 대표적인 사례로 2010년 준공된 미국 텍사스 휴스턴에 위치한 디스

커버리 타워(Discovery Tower)는 건물 옥상에 수직축 풍력발전시스템을 2열

로 총 10개를 설치하여 전력을 생산하도록 계획된 29층의 높이 147m의 건물

이다. 휴스턴의 상징적인 건물이 된 디스커버리 타워는 텍사스의 우수한 풍

황조건을 이용하여 풍력발전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지만 풍력발전기 시범

운전 기간 중 파손된 부품이 인도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고층건물 융

합형 풍력발전의 안전성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24) 이러한 사

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을 건물에 적용할 경우 기존의 설

치가 이루어지는 부분 외에 안전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진 부분에 설치하는

방법에 대한 고려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

(5) 건물의 풍환경

건물에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의 적용에 있어서 건물에서 발생하는 압력분포

및 건물에서의 기류 특성에 대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도심지에서의 건물주변

압력 분포와 기류 특성은 주변 환경 조건들에 의한 영향으로 방생되며, 배기

겸용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의 적용에 있어서 사전에 고려되어야 한다.

가) 건물에서의 압력분포

건물에서 발생하는 압력 분포를 살펴보면 (그림 2.8)과 같이 건물을 향해

불어오는 바람이 건물과 충돌할 경우 바람이 건물의 상부와 측면으로 확산되

기 전에 건물 주변에 정압(Positive Pressure)이 형성되고 증가된 바람이 상

부 모서리와 측면을 따라서 흐르게 된다. 이렇게 이동하는 바람은 건물의 후

면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한 거대한 부압(Negative Pressure) 영역을 형성함과

동시에 이 부분에 작은 소용돌이와 회오리바람이 발생하게 된다.25)

24) 김현구, 도시 풍력발전 동향, 녹색기술동향보고서, Vol5, p82, 2011

25) http://www.kaper.us/basics/BASICS_040502_hunt_windflow.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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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건물주위의 압력 변화

이러한 원리에 따라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의 최적 설치 위치는 건물 가장자리 주변

의 풍속이 증가하는 전단 층과 풍속이 가속되는 건물의 옥상, 그리고 정압과 부압의

압력차이로 인하여 건물에서 충분한 풍속을 얻을 수 있는 지점이다.26) 그러나 위 내

용은 일반적인 이론에 따른 것으로 실제 건물의 형태와 주변 환경에 따라 압력 분포

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하고 효율적인 풍력발전 시스템의 적용 위치를 찾기 위해서

는 실제 적용 건물에서의 풍속측정 및 국가 데이터의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건물주위의 기류 변화

바람이 건물을 향해 불어올 경우 건물의 높이와 형태를 비롯하여 바람의 방향

과 모양에 따라서 복잡한 흐름의 특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의

위치선정에 있어서 대상 건물의 기류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물에

서 발생하는 여러 형태의 기류 특성은 (그림 2.10)와 같다. 건물 주위에서 발생하

는 기류는 난류와 층류, 역류, 와류, 박리류, 하강풍, 극간풍, 가로풍이 있다.

① 난류와 층류

거의 모든 건물이 존재하며, 사람의 생활이 이루어지는 대기는 지상에서 1km

높이 내를 말하며, 대기에서는 건물 또는 지형적인 영향으로 인한 복잡한 공기의

흐름이 발생한다. 이러한 복잡하고 불규칙한 공기의 흐름을 난류라고 한다. 난류

에는 예측이 불가능한 소용돌이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난류는 층

류에 비하여 수송계수가 크고 건물 또는 물체에 끼치는 저항 또한 크게 발생한

다. 난류는 건물의 모서리, 구조체의 존재가 있을 경우에 유속이 증가하며, 유체

26) Roy Denoon & Brad Cochran, D, G, Harvesting Wind Power from Tall Building,

CTBUH 8th World Congress, 2008, p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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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점성이 낮을 경우에도 발생한다. 대기에서 층류의 존재는 희귀하며, 이는 1km

이상의 상공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건물의 상부에 소형풍력발전 시스

템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림 2.9)27)와 같이 구조물, 지형, 건물 등에 의하여 발

생하는 난류 층에 대한 사전의 인지가 있어야하며, 이러한 난류 층을 피하여 풍

력발전기의 설치가 가능한 위치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그림 2.9) 구조물에 의한 난류 영향과 풍력발전 설치 높이

② 역류

기류가 건물에 부딪히면 건물 높이의 2/3 지점에서 아래쪽으로 향하는 기류

는 벽면을 따라서 하강하여 지면에 도달하여 일부분은 작은 소용돌이를 치면서

좌우로 흘러가고, 또 다른 일부분은 지면을 따라서 상공의 기류와는 반대 방향

으로 향하는데 이를 역류라고 한다.

③ 와류

건물의 배후에서는 소용돌이와 같은 풍속이 약하고 불규칙한 영역이 발생하는데

이를 와류 또는 난류라고 한다. 난류는 풍력발전시스템의 마모발생을 일으키는 원

인과 동시에 시스템의 효율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시스템의 설계에 앞서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28)

27) A G Dutton, J A Halliday, M J Blanch, The Feasibility of

Building-Mounted/Integrated Wind Turbunes(BUWTs) : Achieving their potential

for carbon Emission reduction. 2005.05

28) 장호진, 초고층 건물에서의 소형풍력발전 시스템 적용 프로세스에 관한 연구, 중앙대

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2.02, pp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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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도심지역에서의 빌딩풍 종류

④ 박리류

박리류는 주위의 바람보다 빠른 풍속을 보이고 건물 배후에 압력이 낮은

부압을 형성하는 난류역에는 흐트러진 바람이 발생되어 건물에는 매우 불규

칙한 풍력이 작용한다.

⑤ 하강풍

바람이 건물에 부딪히면 건물 높이의 2/3지점에서 상․하 또는 좌․우로

나누어 흘러가게 된다. 이때 좌․우로 흘러나가는 바람은 건물 배후의 와류

역으로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건물의 측면을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향하는 빠

른 흐림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하강풍이라고 한다.

⑥ 극간풍

고층건물이 두 개동 이상일 경우에는 벤츄리 효과에 의해 각 건물에서 발

생하는 박리류, 하강풍 등이 합쳐져 건물사이에서 빠른 바람이 발생하게 되

는데 이를 극간풍 또는 골짜기 바람이라고 한다.

⑦ 가로풍

건물 군이나 도심지에서는 바람 길이 형성된다. 건물 군이 횡을 따라 규칙

적으로 배치될수록 또는 횡의 폭이 넓을수록 바람이 불기 쉽다. 따라서 고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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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서의 박리류, 하강풍 등도 횡을 따라서 부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며,

이를 가로풍이라 한다.29)

다) 높이에 따른 풍속 변화

지표면 또는 도심지에서의 바람은 건물과 구조물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난

류의 발생이 나타나게 된다. 소형 풍력발전기를 비롯한 풍력발전기의 경우

이러한 난류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타워를 설치하여 적용하게 된다.

이와 동일한 개념으로 고층의 건물에 풍력발전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 그에

따른 풍속의 변화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표면에 가까운 건물의 경우 난류

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되지만 고층 건물의 경우 주변의 영향이 감소하게 되어

풍속과 풍향에 대한 안정적인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의 고층건물에 적용을 위해서는 고층건물의 상층부의 풍속에 대한 측

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측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보정식을 이용하여 그 값을 추정하게 된다. 사용되는 보정식은 가장 오차가

적으며, 비교적 보정이 용이한 Deacon 식30)을 활용하게 된다.

 
 

 


 (식 2.7)

  보정된 고도의 풍속과 고도
  실측된 풍속계의 풍속과 고도 

     

 ln  


 ln 


  ln 


(식 2.8)

29) 김진우, 초고층 공동주택의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 시스템 적용을 위한 실험적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논문, 2012, 08, pp41

30) 기상청, “풍력자원지도 개발 연구보고서”,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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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하학적 평균높이 

  풍속측정높이
  지면거칠기정도

Z0는 주변지형의 지면 거칠기 정도(Roughness Lenth, m)를 나타내는 요소

로써, 적용지역의 주변지형을 고려하여 각 지형의 거칠기 정도에 따른 Z0의

값을 활용하여 초고층 건물의 높이에 따른 풍속을 추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

로 지면 거칠기 정도를 지역에 따라 City terrain( ≥ ). Suburban

terrain( ≥ ∼ ), Open field( ≥ ∼ )으로 크게 분류하여 사용

되어지며 (그림 2.11)은 지면 거칠기에 따른 높이별 풍속 분포를 나타낸 것이

다.

(그림 2.11) 지면 거칠기에 따른 풍속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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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초고층 공동주택의 배기특성

2.2.1 배기 시스템 현황 조사 및 분석

본 절에서는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의 적용을 위하여 실제 고층 또

는 초고층의 공동주택에 적용되어 있는 환기방식 및 배기 시스템의 조사를

통하여 적용이 가능한 배기시스템의 크기 및 특성, 적용 위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2011년 1월 4일부터 3월 31일까지 조사된 자료는 9곳의 고층 또는

초고층의 공동주택을 선정하여 적용된 시스템 파악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

다. 파악된 시스템 및 공동주택의 <표 2.6>과 같이 나타났다. 조사된 건물은

2004년부터 2011년에 완공되었으며, 그 높이는 41층에서 69층까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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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대구) B2(대구) B3(서울) B4(서울) B5(청주) B6(청주) B7(부산) B8(부산) B9(부산)

용도 주상복합 주상복합 주상복합 주상복합 주상복합 주상복합 주상복합 주상복합 주상복합

층수 F57/BF3 F54/BF7 F50/BF6 F69/BF5 F45/BF3 F41/BF4 F60/BF5 F58/BF5 F51/BF3

완공 2010년 2009년 2009년 2004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11년 2006년

피난층 및

기계실
29F - - 16,56F - - 28, 52, 60F 58F -

초고층 43-57F 43-54F 40-50F 55-69F - - 54-60F 53-58F 40-51F

고층부 30-42F 30-42F 16-39F 32-54F 31-45F 27-41F 30-53F 33-52F 22-39F

중층부 19-29F 16-29F 08-15F 16-31F 15-30F 13-26F 04-29F 03-32F 06-21F

저층부 01-18F 04-15F 01-07F 03-15F 01-14F 01-12F 01-03F 01-02F 01-05F

비하층 BF01-03 BF01-07 BF01-06 BF01-05 BF01-03 BF01-04 BF01-05 BF01-05 BF01-03

공용덕트 - ∅4.5 8.0x5.0 4.0x5.0 3.5x4.0 - 3.5x5.5 4.0x6.0 3.5x5.5

∅1.9 ∅1.6 ∅1.6 - - ∅1.4 ∅1.6 ∅2.0 -

∅1.9 ∅1.2 ∅1.4 - - ∅1.4 ∅1.4 ∅2.0 -

AD

&

PD

3.0x3.0 3.5x3.5 - - 0.4x0.3 1.7x1.9 - - -

EPS 1.5x3.0 1.6x0.8 1.5x3.0 2.9x1.0 4.0x1.4 2.3x1.7 1.5x3.0 4.2x1.4 3.0x3.0

TPS 1.0x3.0 1.6x0.8 1.5x3.0 2.9x1.0 2.7x2.2 2.3x1.7 1.5x3.0 2.8x1.6 3.0x3.0

PS 2.0x3.0 1.6x2.8 3.0x9.0 1.5x2.0 3.0x3.4 2.6x2.7 4.3x2.6 2.8x2.4 3.0x2.2

<표 2.6> 현장조사 대상건물의 설비․공조 샤프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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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된 대상 건물들은 건물내부의 용도에 따라 존의 구획이 이루어져있으

며, 일반적으로 저층부의 존은 상업시설(대형마트 및 백화점)과 주거시설 등

의 서비스 용도의 복합 공간으로 활용되며, 중층부 존은 주거 및 중간 피트

인 기계실과 피난 층이 위치하고, 고층부의 존은 단위세대 면적이 큰 세대로

주로 사용되며, 초고층부는 펜트하우스 층으로 구분되는 양상이 나타났다.31)

모든 고층 및 초고층 공동주택의 건물은 존 구획시, 4개 영역의 구획이 이

루어 졌으며, 존의 분류는 실의 크기 및 층의 용도와 피트층(기계실 및 피난

층)의 배치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의 (그림 2.12)는 대상건

물의 높이에 따른 존 구획을 나타낸다.

(그림 2.12) 대상건물의 높이에 따른 존 주획

9곳의 건물의 실태조사 결과 배기 겸용 소형풍력 발전 시스템에 적용이 가

능한 배기 시스템은 수직 샤프트 중 설비․공조 샤프트 공간의 활용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설비․공조 샤프트의 경우 수직으로 기류의

유동이 가능한 조건을 가진 연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31) 김성용,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위한 초고층 공동주택의 배기풍속 연구, 경북대학교 석

사학위 논문, p48~49,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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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공조 샤프트의 공간 구성은 연도와 주방․욕실 배기 덕트, 설비 배관

전용 공간인 PS(Pipe Shaft), 환기설비 덕트의 AD(Air Duct), 배관 전용 공

간인 PD(Pipe Duct), 전기전용 공간 EPS(Electric Pipe Shaft), 통신전용공간

인 TPS(Telecommunication Pipe Shaft)로 총 7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32) 7가지의 구성 요소 중 공동주택의 거주자의 사용으로 인하

여 지속적인 배기풍이 발생할 수 있는 연도(보일러, 발전기)와 주방․욕실 배

기덕트의 활용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2.2.2 배기시스템 고려요소 도출

(1) 지속적인 배기풍의 발생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에 적용되는 배기시스템의 가장 주요한 요소

중 하나로 지속적인 배기풍의 발생이 있다. 이는 배기 토출부의 풍속을 지속

적으로 발생시켜 소형풍력발전기가 구동하게 만들어주는 바람의 역할을 하게

됨과 동시에 건물의 배기가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되

는 것으로 배기시스템의 선정에 앞서 고려하여야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의 하나이다. 지속적인 배기풍의 발생이 일어나지 않을 경우 토출부에 위치

하고 있는 소형풍력발전기의 구동에 필요한 외부바람의 풍속, 풍량이 많이

요구되어 본 시스템의 성능의 저하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본 시스템의

적용에 있어서는 건물에서 지속적인 배기풍이 발생할 수 있는 배기시스템의

선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연돌효과 및 수직샤프트

연돌효과(Stack Effect)란 (그림 2.13)33) 과 같이 건물에서 발생하는 내․외

부의 압력차로 인하여 내부의 공기가 상승하는 효과를 말한다. (그림 2.14)과

같이 계절에 따라서 발생하는 효과의 차이도 나타나게 되며, 특히 겨울철에

는 건물의 내부가 따뜻하고 외부는 차기 때문에 지표면 상에는 건물 외부의

32) 이용호 외, 초고층 공동주택의 주방․욕실 배기풍속을 풍력발전에 활용하는 방안, 한

국태양에너지 학회 논문집, Vol.32, No.3, 2012

33) ASHRAE, Chapter on Tall Buildings-Stack Effect,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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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이 더 높다.34) 압력차로 인하여 지표면에서는 건물의 외부에서 내부로

공기가 이동하고 건물 내부로 들어온 공기는 따뜻한 온도로 인하여 상승하게

된다.35) 연돌효과는 건물 고도에 따라 점점 강해지는 외부 풍황경은 외피를

자연환기가 불가능한 밀폐된 구조로 계획하는 요인으로 작용되는 동시에 건

물의 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건물 내부 압력변화에 의한 연돌효과가 발생한

다.36) 상승되는 공기는 계단실, 엘리베이터 코어 또는 건물의 수직 샤프트에

서 발생이 일어나게 되는데,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의 적용에 있어서

이 연돌효과로 인해 발생되는 상승 공기를 유도 바람으로 활용하여 옥상 배

기구 토출부로 끌어들여 강한 배기풍을 발생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림 2.13) 연돌 효과의 개념도 (그림 2.14) 계절별 배기 샤프트 픙량변화

(3) 구조적 안전성

건물의 연돌효과 및 수직 배기샤프트의 활용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 하

나는 구조적인 안전성이다. 수직 샤프트와 동일하게 수직으로 옥상까지 도달

하는 것은 엘리베이터 코어와 계단실이 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 코어 및 계

34) 김진우, 초고층 공동주택의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 시스템 적용을 위한 실험적 연구.

p10~11, 2012.08

35) 최승혁, 초고층 건물의 제연설비 개선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9~10, 2008.12

36) 조재훈 외 초고층 건물에서의 연돌효과로 인한 압력분포 및 문제점, 대한설비공학회,

Vol.35, No.5.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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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실의 경우 외부와 내부의 압력차가 발생하여 상승기류가 발생하고 이 상승

기류가 코어에 영향을 미칠 경우 비상계단실의 활용이 불가능 하거나 화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실의 경우 상승기류로 인한 승강

기의 안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이처럼 배기 시스

템의 활용 및 수직 샤프트의 활용에 앞서 구조적으로 안전한 수직 공간의 여

부에 대한 조사 및 구조적 고려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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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시스템

2.3.1 시스템 개념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은 (그림 2.15)와 같이 초고층 공동주택의 옥

상에 위치하는 배기구단부에 300W~1kW급의 소형풍력 발전기를 설치하여 전

력을 생산함과 동시에 소형풍력발전기의 블레이드의 회전이 배기구 내에 부

압을 일으켜 배기 효과까지 얻을 수 있는 장치이다.

(그림 2.15)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 시스템 개요

(그림 2.15)에 나타난 것과 같이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은 외부기류

의 이용뿐만 아니라 배기구에서 지속적으로 배출되는 배기풍을 동시에 이용

하는 시스템으로 단순히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을 초고층 건물의 옥상배기구에

설치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기존의 배기구에서 형태의 변화를 통

한 효과를 증폭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배기겸용 소형풍력시스템에

적용될 소형풍력발전 시스템과 건물의 배기시스템에 대하여 선정을 실시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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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스템 적용 블레이드 선정

배기겸용 소형 풍력발전 시스템에 적용이 되는 블레이드의 선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배기풍과 외기풍에 대한 모든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

이다. 또한 시동풍속이 도심지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평균풍속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현재 국내에서 상용화 되어 있는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으며, 각 시스템의 정격출력, 회전지름, 시동풍속은 표 와

같다. 4가지의 시스템은 모두 시동풍속이 3m/s 이하이며, 회전 지름역시 2m

이내로 도심지 건물 옥상에서 다수의 풍력발전시스템을 적용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모델명 Air-XL-400W GWE-200BI DS300 CP-1000

제조회사 효림모라 금풍에너지 (주)하이에너지코리아 (주)시그너스파워

사진

정격출력 400W 500W 400W 1kW

시동풍속 2.7m/s 1m/s 3m/s 1.3m/s

회전지름 1.15m 1.4m 2m 2m

<표 2.7> 국내의 소형풍력발전기 사양 예시

<표 2.7>37)에 조사된 4가지의 소형풍력발전기 중 수평축의 블레이드는 외

기의 활용만을 적용할 수 있어 본 연구에서 선정에 제외 되었다. 수직축 풍

력발전시스템 중 배기풍과 외기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사보

니우스형과 다리우스 형의 조합인 형태를 선정하게 되었다. 사보니우스형으

로만 이루어진 풍력발전 시스템의 경우 풍속이 낮은 지역에서도 사용이 가능

하나 출력계수가 낮아 효율성 측면에서 배제 되었으며, 다리우스형으로만 이

루어진 경우는 높은 풍속이 필요로 하여 도심지의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

37) 김진우, 초고층 공동주택의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시스템 적용을 위한 실험적 연구,

2012, p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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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사보니우스형과 다리우스 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발

전시스템을 선정하였으며, 배기풍속과 외기풍속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하여

발전기의 형태는 수직축이며, 설치방법은 수평축 방식으로 설치하였다.

(2) 시스템 적용 배기 시스템 선정

현황 조사를 통하여 9곳의 고층 및 초고층 공동주택의 설비․공조 샤프트

의 7가지 구성요소 중 연도와 주방․욕실 배기는 재실자의 사용에 의하여 지

속적인 배기가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 중 연도는 보일러와 발전기의

배기용도로 사용되며, 계절적인 영향에 따라 그 사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가 발생하고 일부 건물의 경우 연도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존재하여 배기

겸용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의 적용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에 비

해 주방과 욕실에서 올라오는 배기구의 경우 배기구의 크기는 작지만 대부분

의 고층 및 초고층 공동주택에서 급․배기방식을 이용하기 때문에 보편적으

로 존재하며 재실자의 사용에 따른 일정한 풍량은 물론 일정범위 이상의 풍

속까지 확보할 수 있어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2.3.2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시스템 효과

(1) 배기성능 향상

현재 고층 및 초고층의 공동주택의 경우 그동안 건축 설비 기술의 발전으

로 에너지절약, 각종 센서를 이용한 제어시스템 등 과거에 비해 획기적인 발

전을 이루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과거의 시스템을 그대로 답

습하고 있는 설비시스템은 욕실 및 주방의 배기방식이다. 즉, 욕실 및 주방의

강제 배기팬을 이용하여 수직 덕트를 통해 옥상의 무동력 팬에 연결하는 방

식이다. 하지만 연돌효과와 욕실 및 주방의 동시 사용율이 높을 경우 상층부

의 기압이 높아 전체적으로 배기가 불량하게 되고 상층부 세 개는 오히려 세

대내로 역류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의 옥상

에 설치하는 무동력 환기팬에 더 많은 양의 외기를 통과하게 함으로써 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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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에 의해 세대내의 배기량을 늘리는 방법이다. 그러나 풍력발전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 배기구 위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할 경우 오히려 블레이드의 마

찰저항으로 인해 오히려 배기효과를 저하시키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적용

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2)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의 활성화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의 경우 특성상 다수의 풍력발전으로 시스템화 하기는

효율적이지 못하여 소규모로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대형 풍력발

전 시스템의 경우 해외의 다양한 사례 등을 바탕으로 할 때 건물에 적용되는

사례 이외에 해양풍력단지의 설치로 인하여 많은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 시스템 등의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의 보급을 위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진다면, 향후 다양한 방법으로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이

건물에 적용되어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의 보급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고자 하는 현재 우

리나라의 목표 달성에 있어서 활용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건물에너지 저감 효과

본 연구와 함께 다양한 방법의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의 적용에 대한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의 건물활용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이와

함께 건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일부분을 소형풍력발전기로 자체 생산하여

일부 에너지를 충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소형풍력발전 시설이 활발히

보급된다면 현재 건물에서 총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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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유인모듈 적용을 위한 시뮬레이션

3.1 유인모듈 설계 개요

3.1.1 유인 모듈 설계 고려사항

외부의 풍속을 이용하여 배기효과를 증폭시킴과 동시에 소형풍력발전 시스

템의 구동 풍속을 얻기 위하여 유인 모듈을 설계하고자 하였으며, 해당 모듈

의 설계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요소는 다음과 같다.

(1) 배기풍속 증폭 효과

배기성능 향상과 더불어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의 구동을 위해서는 현재 낮은

풍속을 나타내고 있는 배기 풍속의 증폭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향상된 배

기성능을 이용하여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의 구동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 필요하

다. 이러한 두 가지 고려요소의 적용을 위하여 베르누이효과를 이용하고자

하였다. 베르누이효과를 활용하여 원하는 효과를 얻기 위한 노력으로 나타나

있는 방법들은 시중에 많이 나타나있다. 베르누이 효과38)를 이용한 방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3.1) 과 같다.

(그림 3.1) 베르누이 효과 개념도

38) 김진우, 초고층 공동주택의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시스템 적용을 위한 실험적 연구,

2012, pp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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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과 같이 넓은 입구로 들어온 외부의 바람이 좁아지는 통로를 통

과하면서 발생되는 압력으로 인하여 부압이 발생되고 이를 활용하여 배기의

효과를 증가시키는 방법이다.

(2) 난류방지 및 풍향 대응성

유인모듈의 설계에 있어서 또 다른 고려사항은 유인모듈의 설치에 따른 후

면부의 난류 방지와 풍향에 대한 대응성이다. 난류는 기류가 어떠한 구조물

또는 장애물 등을 통과할 때 불규칙적으로 흐르는 현상으로 이러한 난류의

발생은 최소한으로 억제하는 것이 풍력발전의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

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난류방지성은 공동주택의 옥상 배기구에서 하나의 배기구의 증폭을

위하여 다른 배기구의 효과를 저하시키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이며, 유인모듈의 설계에 있어 이를 고려가 필요하다.

난류의 발생이 최소화 되는 디자인을 찾기 위해 CFD 시뮬레이션을 활용하

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적용된 배기구의 외형 디자인은 사각형, 원형을 적용

하여 실시하였다.

(그림 3.2) 정사각형 외형디자인일 경우(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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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정사각형 외형디자인일 경우(입면)

사각형의 디자인의 경우 (그림 3.2)와 (그림 3.3)과 같이 풍향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전면으로 만나는 부분은 높은 풍속을 나타낼 수 있으나 후면부의 난

류발생뿐 아니라 후면부에 위치한 배기구의 효과를 나타낼 수 없는 디자인으

로 나타났다. 또한 사각형의 경우 다양향 풍향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최대한

으로 활용할 수 없는 디자인으로 판단된다.

(그림 3.4) 원형 외형디자인일 경우(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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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원형 외형디자인일 경우(입면)

반면 원형의 경우 (그림 3.4)와 (그림 3.5) 같이 후면부의 난류 및 배기구

효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바람의 대응성 역시 뛰어난 것으로 판단된

다. 이에 설계 되는 유인 모듈의 디자인은 원형으로 설계를 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앞서 CFD 시뮬레이션의 결과에 따라 후면의 난류 및 배기구의 영향을

최소화 하며, 풍향에 대한 대응성이 우수하기 때문이다.

실시된 고려사항들에 따라 유인 모듈을 설계하는데 있어 적용되는 요소를

크게 3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배기구의 외형은 원형의 구조체를 적용하여 후면부의 난류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둘째, 유입구에 비하여 토출되는 부분의 크기를 작게 하여 부압을 발생시킬

수 있어야한다.

셋째, 외기 풍속의 손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항을 줄일 수 있어야 한다.

3.1.2 유인모듈 설계 및 제작

앞서 고려한 고려사항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 시스

템의 효과를 증가시키기 위한 유인모듈의 설계 및 제작을 실시하였다. (그림

3.6)과 같이 유인모듈의 외형 디자인은 후면부의 난류 방지 및 풍향 대응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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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한 원형의 디자인으로 설계되었으며, 외기의 집풍 및 적층을 위한 접합부

의 설계를 이용하여 외기를 모아주는 효과를 적용하여 외기의 집풍을 꾀하였

다. 또한 유입구는 가이드 베인의 역할을 하며, 이는 외기의 유입에 있어서 저

항 손실을 줄여주며, 모듈 내에서 벤츄리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

었다.

(그림 3.6) 배기구 모듈 설명

벤츄리 효과를 이용하기 위하여 각 유인모듈의 토출부는 배기 유입구에 비하

여 작은 크기로 설계되었으며, 유인 모듈의 수치는 (그림 3.8)과 같다. 벤츄리

효과를 위하여 설계된 모듈의 유입구로 외기가 유입될 경우 모듈 내에 부압을

형성하여 배기구에서 토출되는 배기의 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

다.

(그림 3.7) 모델 기류흐름 개념 (그림 3.8) 설계 모듈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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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된 유인 모듈은 각각의 모듈이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

으며, 건물의 위치 및 높이 등 다양한 풍환경에 적절하게 사용이 가능하도록

적층하여 적용이 가능한 디자인으로 설계 되었다. 적층하여 유인모듈을 적용

할 경우 배기 효과의 증가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풍환경 및 주변의 조건

에 따라 일정한 높이 이상에서는 그 효과가 크게 증가하지 않아 적용 시에는

주변 환경에 대한 분석이 우선적 이여야 한다.

또한 설계 디자인은 공동주택에서 공용 급⦁배기 방식을 사용하는 주방 및

욕실의 일반적인 배기구 사이즈인 500mm로 설계 되었다.

CFD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설계된 본 모델은 배기를 겸한 소형풍력

발전시스템의 배기구를 구성하는 단위 모듈로써 본 모듈이 결합된 설계배기

구모델을 설치 시 외부기류를 이용한 향상된 배기성능과 지속적이고 증가된

배기 풍을 이용한 효과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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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CFD 시뮬레이션 수행

3.2.1 시뮬레이션 개요

설계된 유인 모듈의 성능 평가를 위하여 CFD(전산유체해석) 시뮬레이션과

실제 건물에 설치하는 Test-Bed 실험을 실시하였다. CFD 시뮬레이션에 적

용된 시뮬레이션의 경계 조건 및 설정은 <표 3.1>과 <표 3.2>와 같다.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은 난류 및 기류해석에 있어서 우수한 분석능력을 가

진 Star-CCM+ 7.06을 사용하였으며, 이 프로그램은 건축, 항공 및 우주 관련

연구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프로그램이다.

시뮬레이션 절차

Simulation Modeling Program AutoCAD 2012 Rhinoceros 4.0

Simulation Analysis Program Star-CCM+ 7.06.012

<표 3.1> CFD 시뮬레이션 해석 절차

시뮬레이션 경계 조건

Space Three Dimensional

Motion Stationary

Material Gas

Flow Segregated Flow

Equation of State Constant Density

Time Steady

Viscous Regime Turbulent

Equations
K-ɛ Turbulence

(RANS : Revnolds-Averaged Navier Stokes equations)

<표 3.2> CFD 시뮬레이션 경계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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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시뮬레이션 분석은 비선형 미분방정식인 Navier-Stokes Equation을

사용하였으며, 구조물 주변의 대기유동 현상을 실제와 같은 차원에서 해석하

기 위하여 구조물의 급격한 형상변화에 따라 유동박리의 정확한 해석을 위해

난류모델의 사용이 필수적이므로 K-ɛ 난류모델을 사용하였다.39) 시뮬레이션

은 일반적인 원형의 배기구 형태와 설계된 유인모듈의 배기구 형태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한 방향에서 외부 풍속이 발생하는 경우와 동시에 여러 방향

에서 발생하는 경우로 나누었다. 이는 계절풍이 강하게 나타나는 우리나라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풍속의 바람이 불어오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실시하였

다. 풍속은 블레이드의 시동이 가능한 풍속인 3m/s를 적용하였으며, 배기 풍

속의 경우 일반적인 공동주택의 옥상 배기구에서 토출되는 풍속인 0.25m/s를

적용하였다. 적용된 풍속 및 풍향은 아래의 <표 3.3>과 같다. 유인 모듈의 단

수는 4개의 유인모듈을 적층하였을 때로 설정하였으며, 이는 본 연구의 기초

연구로 진행되었던 김진우(2012)의 논문에서 나타난 결과 값을 활용하였다.

1 방향 적용 다 방향 적용

풍향 W W, NW, WNW, NWW, SW

풍속(배기 풍속) 0.25m/s

풍속(외기 풍속 3m/s

<표 3.3> CFD 시뮬레이션 적용 풍향

3.2.2 CFD 시뮬레이션 결과 분석

(1) 일반 원통형 배기구 적용시

일반 원통형 배기구를 적용한 시뮬레이션은 1방향 풍향과 다 방향 풍향으

로 나누어 실시하였으며, 적용된 풍속과 풍향은 <표 3.3> 에 나타난 값을 적

용하였다. 실시된 시뮬레이션 측정 지점은 배기구, 배기구 토출부, 블레이드

접점으로 나누어 측정하였으며, 측정 지점과 결과는 다음의 <표 3.4>와 같이

나타냈다.

39) 김진우, 초고층 공동주택의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시스템 적용을 위한 실험적 연구,

2012, pp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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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 측정 지점

일반 원통형 배기구 1방향 풍향 시뮬레이션

배기구

0.25m/s

배기구 토출부

0.81m/s

블레이드 접점(다리우스 형)

3.04m/s

블레이드 접점(사보니우스 형)

3.03m/s

일반 원통형 배기구 다방향 풍향 시뮬레이션

배기구

0.25m/s

배기구 토출부

1.73m/s

블레이드 접점(다리우스 형)

5.04m/s

블레이드 접점(사보니우스 형)

5.02m/s

<표 3.4> 일반원통형 배기구 CFD 시뮬레이션 측정 지점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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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원통형 배기구에 대하여 1방향과 다 풍향을 적용하여 실시한 시뮬레

이션 결과 풍향에서 불어오는 토출부 접점에서 풍속의 증가가 발생한다. 다

방향 풍향 적용 시 풍량이 증가함에 따라 블레이드에 접하는 풍속과 배기구

토출부에서의 풍속도 증가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폭되는 풍속은 1방

향 풍향 적용 시 약 0.5m/s의 증폭이 일어나며, 다 방향 풍향 적용 시 약

1.5m/s의 증폭이 일어났다. 블레이드 접점 부문은 배기구의 설치에 따라 기

류의 상승이 발생하여 미비한 증가가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유인 모듈 적용시

유인 모듈을 적용한 시뮬레이션 역시 1방향 풍향과 다 방향 풍향으로 나누

어 실시하였으며, 적용된 풍속과 풍향은 앞서 실시한 일반 원통형 배기구의

변수와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실시된 시뮬레이션 결과는 다음의 <표 3.5>와

같이 나타냈으며, 측정지점 역시 일반 배기구에서 적용한 4가지 부분에서 실

시하였다. 유인 모듈에 대하여 1방향과 다방향 풍향을 적용하여 실시한 시뮬

레이션 결과 유인 모듈은 외기 유입구 부분에서 풍속의 증가가 발생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배기구에서 토출되는 풍속 역시 배기구에서 발생되는 풍속에 비

하여 크게 증가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폭되는 풍속은 1방향 적용 시

약 1.5m/s, 다 방향 풍향 적용 시 약 2.1m/s의 풍속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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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 측정 지점

설계 유인 모듈 1방향 풍향 시뮬레이션

배기구

0.25m/s

배기구 토출부

1.84m/s

블레이드 접점(다리우스 형)

3.10m/s

블레이드 접점(사보니우스 형)

3.21m/s

설계 유인 모듈 다방향 풍향 시뮬레이션

배기구

0.25m/s

배기구 토출부

2.67m/s

블레이드 접점(다리우스 형)

5.12m/s

블레이드 접점(사보니우스 형)

5.48m/s

<표 3.5> 설계유인모듈 CFD 시뮬레이션 측정 지점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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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소결

배기구 유인모듈의 CFD 시뮬레이션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배기구 유인모듈의 사각형과 원형의 형태에 대한 원형이 배기구 후면

난류 생성을 최소화 하며, 다양한 방향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집중시키는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배기구 유인모듈의 설계 및 제작은 벤츄리 효과를 이

용하기 위하여 상부 400mm, 하부 500mm의 크기로 원형을 적용하였다. 특히

건물 주위의 풍속에 따라 적층이 가능한 형태로 설계 및 제작하였다.

2) 설계 및 제작된 원형타입의 유인모듈과 일반 원통형 배기구를 다양한

바람의 향 적용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방향에서 외

부의 바람이 불어올 경우 일반 원통형 배기구는 약 0.5m/s의 증폭이 일어났

으며, 설계된 유인 모듈의 경우 약 1.5m/s의 증폭이 발생하여 유인 모듈 적

용 시 1m/s의 증폭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다방향성을 적용

한 시뮬레이션에서는 1방향 적용에 비하여 증폭되는 값의 차이는 낮게 나타

났으나, 유인 모듈을 적용하였을 경우가 역시 높은 증폭효과를 가져오는 것

으로 나타났다.

CFD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설계된 유인 모듈의 성능을 검토한 결과 설계

된 유인모듈이 일반 원통형 배기구에 비하여 다양한 바람의 향에 있어서 모

두 외기유입에 있어서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건물에 적용가능성 역시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CFD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실제

설계된 유인 모듈을 건물에 적용하여 배기풍속의 변화에 대한 측정과 발전량

의 비교를 통한 실질적 검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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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TEST-Bed를 통한 검증 실험

4.1 TEST-Bed 실험 개요

본 장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통한 일반 원통형 배기구와 설계된 유인 모듈의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적용을 통해 유인모듈 내부의 풍속측정과 풍력발전량

을 측정, 분석하여 설계 배기구 성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실험은 총 2번이

실시되었으며, 모두 공동주택(기숙사 포함)에서 실시되었다.

4.1.1 Test-Bed 건물 개요

실험에 적용된 건물들은 초고층 건물 적용에 앞서 설계된 유인모듈을 적용

하여 내부 풍속의 변화를 통한 유인모듈의 배기증폭 효과와 발전량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실시한 실험으로 대상건물들은 유인 모듈 및 소형 풍력발전기

의 적용에 있어서 적합하며, 풍환경의 확인이 유효한 건물로 선정하였다.

대상 건물은 서울시와 상주시에 각각 위치한 실제 공동주택 옥상과 C대학

교 기숙사 A 동 15층 옥상이며, 실험은 5월, 10월~1월에 각각 실시되었다. 대

상건물들의 경우 주변에 장애물이 없거나 지대가 높은 지역에 위치하면서 주

변 외기의 활용을 최대한 할 수 있다.

Test-Bed 건물들의 개요와 설치 위치는 (그림 4.1)과 <표 4.1>과 같다.

배기구 풍속 측정

Test-Bed
발전량 측정 Test-Bed

위치 경상북도 상주시 남성동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흑석로 84 C 대학교

주용도 공동주택 공동주택(기숙사)

건물구조 철근 콘크리트 구조 철근 콘크리트 구조

건물규모 178세대
기숙사 부대시설

11962.04m2 2317.77m2

대지면적

-

177844.00m2

연면적 266040.51m2

건물높이 53.1m

배기방식 입상배기덕트 입상배기덕트

<표 4.1> Test-Bed 건물 개요



- 51 -

(그림 4.1) Test-Bed 건물 개념도 및 사진

4.1.2 Test-Bed 건물 풍향풍속 분석

(1) 배기구 풍속 측정 Test-Bed 실측 배기풍속 및 외부 풍속 분석

대상건물의 옥상 부위에 설계된 유인 모듈의 적용에 앞서 풍속과 배기풍속

의 측정을 실시하였다. 배기 풍속의 경우 자연 배기상태의 풍속을 측정하였

으며, 대상건물의 옥상 부위에서의 풍속의 측정과 함께 진행하여 12분간의

측정을 실시하였다. 측정된 결과는 (그림 4.2)와 같다.

(그림 4.2) Test-Bed 건물 기본 배기풍속 및 외부풍속 결과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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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된 건물의 자연 배기 풍은 최대 1.3m/s 가 발생하며, 최소 0.6m/s,의

배기풍속이 나타나고 있다. 12분간의 측정에 따른 평균 배기풍속은 0.9m/s로

나타났다. 이는 공용 덕트에서 화장실과 주방의 배기 시스템의 작동이 나타

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하는 풍속으로 추후 주방과 화장실의 배기시스템의

작동 시 배기풍속의 증가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해당 지역의 외기 풍속은 최대 6.6m/s, 최소 1.9m/s이며, 평균적인 외기의

풍속은 4.0m/s로 나타났다. 외기의 풍속은 대상 건물의 주위에 높은 건물이

존재하고 있지 않아 활용성이 높으며, 설계된 유인 모듈의 배기 성능에 대한

측정에 있어서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2) 발전량 측정 Test-Bed 풍향 및 풍속 분석

발전량 측정을 위하여 실시한 Test-Bed의 경우 발전량의 확인을 위해서

기상청의 풍향, 풍속 자료와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이 설치되는 지점의 풍향, 풍

속을 측정 및 분석하였다.

가) Test-Bed 기상청 풍향, 풍속 분석

Test-Bed건물의 주변 환경 및 적용 위치 분석에 앞서 지역의 환경 분석을

실시하였다. 신재생에너지 중 풍력의 경우 주변 건물의 입지 환경과 풍향, 풍

속 등의 영향이 크게 발생하므로 이에 따른 분석이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이에 우선적으로 기상청의 풍속자원지도를 활용하여 해당 건물과 가장

근접한 지역의 측정소를 기준으로 조사하였으며, 계절은 주풍향의 변화가 완

전히 이루어지는 여름철과 겨울철을 적용하였다. 또한 건물의 높이와 유사한

50m 높이 지점의 측정값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는 (그림 4.3)과

(그림 4.4)와 같이 나타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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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여름철 풍향 풍속 (그림 4.4) 겨울철 풍향 풍속

여름철과 겨울철 서울 기상청의 풍속 자원 지도상에서 나타난 특징은 풍향

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다. 여름철의 경우 주 풍향이 남서풍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겨울철의 경우 북서풍이 불어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철 주풍향의

비율은 30.2%, 겨울철의 경우 30.8%로 나타났다. 주풍향을 제외하곤 다른 요

소들의 경우 여름철과 겨울철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기상청의 50m 높이에서 풍속 자원 자료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 4.2> 40)

와 같다.

계절별

평균자료
평균풍속 주풍향 주풍향 비율 5m/s 이상 비율

5m/s 이상이고

주풍향인 비율

연간 3.6m/s 북동(NE) 27.5% 14.0% 3.9%

여름철 2.9m/s 남서(SW) 30.2% 3.8% 2.0%

겨울철 2.8m/s 북서(NW) 30.8% 3.5% 2.0%

<표 4.2> 연간․여름, 겨울철 풍력자원

40) http://www.kma.ga.kr/weather/climate/wind_map.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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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조사한 기상청의 자료는 실제 건물의 위치와 근접한 위치의 측정값을

활용하였으나 건물의 입지 조건에 따라 기상청의 자료를 활용하기에는 한계

가 있다. 이에 Test-Bed 건물에서의 실제 풍속과 풍향에 대하여 일정 기간의

측정 및 분석이 필요하여 추가적인 기후 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소형풍력발전기 설치 위치 풍향, 풍속 분석

기상청의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실제 Test-Bed 건물의 옥상에서 풍향 및

풍속을 측정하였다. 측정은 기상 관측기를 이용하여 실시하였으며, 측정은 여

름철인 6월부터 8월, 겨울철인 11월부터 1월 까지 측정하였다. 측정은 10분간

평균값으로 실시하였다. 측정이 이루어진 장소는 아래의 (그림 4.5)부터 (그림

4.7)과 같다.

(그림 4.5) 실측지점 사진(1) (그림 4.6) 실측지점 사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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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실측지점 평면도

다) 여름철 풍향 및 풍속

여름철의 풍속 및 풍향은 아래의 <표 4.3>과 (그림 4.8), (그림 4.9)와 같다.

가장 높은 풍속의 빈도는 0.5~1.0m/s 의 풍속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

었다. 여름철의 경우 42.8%의 높은 무풍 빈도가 나타났다. 주풍향의 경우 서

풍과 남서풍의 경우가 가장 높이 나타났다. 여름철의 평균 풍속은 1.05m/s이

며, 최대 풍속은 5.8m/s로 나타났다. 여름철의 경우 기상청 관측 자료와 달리

평균 풍속이 낮게 나타났다. 또한 무풍의 빈도가 높아 바람이 불지 않는 기

간이 길게 나타나고 있다.

여름철 풍향 풍속 차트
풍향각 N NNE NE ENE E ESE SE SSE S SSW SW WSW W WNW NW NNW
풍향빈도(%) 1.97 0.33 0.22 1.44 9.26 2.38 0.83 3.84 3.1 0.24 0.65 9.29 12.31 3.52 4.04 3.78
풍속 (m/s) 0.5~1.0 1.0~1.5 1.5~2.0 2.0~2.5 2.5~3.0 3.0~3.5
풍속빈도(%) 17.4 14.82 11.25 7.15 3.84 1.63
풍속\풍향 N NNE NE ENE E ESE SE SSE S SSW SW WSW W WNW NW NNW
0.5~1.0 0.82 0.22 0.08 0.3 1.75 0.91 0.55 2.24 1.44 0.16 0.29 1.73 2.75 1.48 1.42 1.25
1.0~1.5 0.5 0.07 0.06 0.22 1.66 0.6 0.18 1.13 0.93 0.04 0.22 2.29 3.51 1.19 1.15 1.08
1.5~2.0 0.38 0.05 0.03 0.39 2.02 0.49 0.06 0.4 0.47 0.04 0.1 2.1 2.76 0.52 0.65 0.8
2.0~2.5 0.13 0 0.03 0.26 1.91 0.31 0.03 0.06 0.19 0 0.05 1.52 1.65 0.16 0.49 0.36
2.5~3.0 0.08 0 0 0.13 1.3 0.07 0.01 0.01 0.07 0 0 0.93 0.89 0.07 0.18 0.11
3.0~3.5 0.01 0 0 0.07 0.48 0.01 0 0.01 0 0 0 0.43 0.42 0.09 0.04 0.08
3.5~ 0.05 0 0.03 0.08 0.13 0 0 0 0 0 0 0.29 0.32 0.02 0.11 0.09

전체 풍속에 대한 무풍 빈도는 42.80% 입니다.

<표 4.3> 여름철 실측 풍향 풍속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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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여름철 실측 바람장미

(그림 4.9) 여름철 실측 풍속 그래프

라) 겨울철 풍향 및 풍속

겨울철의 풍속 및 풍향은 아래의 <표 4.4>와 (그림 4.10), (그림 4.11)과 같

다. 가장 높은 풍속의 빈도는 여름철과 동일한 0.5~1.0m/s 의 풍속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었다. 겨울철의 경우 38.56%의 무풍 빈도가 나타났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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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향의 경우 여름철과 달리 북서풍의 뚜렷한 주풍향이 나타난다. 겨울철의

평균 풍속은 1.2m/s이며, 최대 풍속은 7.2m/s로 나타났다.

겨울철 풍향 풍속 차트
풍향각 N NNE NE ENE E ESE SE SSE S SSW SW WSW W WNW NW NNW
풍향빈도(%) 0.26 0.03 0.09 1.61 4.76 0.62 1.03 2.54 0.72 0 0.28 3.58 9.72 9.95 22.29 3.98
풍속 (m/s) 0.5~1.0 1.0~1.5 1.5~2.0 2.0~2.5 2.5~3.0 3.0~3.5
풍속빈도(%) 14.09 13.12 10.4 8.38 5.61 3.7
풍속\풍향 N NNE NE ENE E ESE SE SSE S SSW SW WSW W WNW NW NNW
0.5~1.0 0.11 0.03 0.08 0.65 1.88 0.28 0.47 1.07 0.26 0 0.1 0.94 2.4 1.82 2.96 1.04
1.0~1.5 0.11 0 0 0.48 1.09 0.15 0.2 0.81 0.18 0 0.05 0.85 2.55 2.33 3.59 0.72
1.5~2.0 0.02 0 0.01 0.18 0.62 0.11 0.14 0.34 0.14 0 0.04 0.51 1.84 1.7 3.94 0.78
2.0~2.5 0.01 0 0 0.14 0.58 0.04 0.11 0.2 0.08 0 0.05 0.24 1.13 1.4 3.83 0.58
2.5~3.0 0 0 0 0.1 0.36 0.02 0.11 0.08 0.05 0 0 0.16 0.57 1.06 2.75 0.34
3.0~3.5 0.01 0 0 0.04 0.16 0.02 0 0.02 0.01 0 0 0.17 0.45 0.6 1.98 0.23
3.5~ 0 0 0 0.01 0.06 0 0 0.01 0 0 0.03 0.71 0.78 1.03 3.23 0.29

전체 풍속에 대한 무풍 빈도는 38.56% 입니다.

<표 4.4> 겨울철 실측 풍향 풍속 값

(그림 4.10) 겨울철 실측 바람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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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겨울철 실측 풍속 그래프

마) 풍향 및 풍속 분석 결과

기상청의 풍력에너지 자원지도를 활용한 방법과 Test-Bed 건물에서의 실

측 풍속 및 풍향에 대하여 측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상청 측정 지점의 경우 Test-Bed 건물의 측정 위치와 달라 풍속과 풍향

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여름철의 경우 기상청의 측정 평균풍속의 경우

2.9m/s의 풍속이 나타나지만 실제 건물의 측정은 0.9m/s로 약 2m/s의 많은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겨울철의 경우 기상청 평균은 2.8m/s로 나타났으나,

실제 측정은 1.3m/s로 약 1.5m/s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여름철과 겨울철의 풍

속의 차이가 발생한 가장 큰 원인은 기숙사 건물 주변의 산지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풍향의 경우 여름철과 겨울철 모두 기상청에서 관

측된 주풍향의 값과 유사한 값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과 실측자료를 분석한 결과 겨울철이 여름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풍속을 나타내고 있으며, 기상청 풍속 값과 차이가 낮게 나타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이에 Test-Bed 적용 시기는 겨울철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경

우 오차를 줄임과 동시에 풍향의 정확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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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Test-Bed 실험 계획

(1) 배기구 풍속 측정 Test-Bed 실험 계획

배기구 풍속측증 Test-Bed 실험은 배기겸용 소형 풍력발전 시스템의 적용을

위해 유인모듈을 적용 시 배기구의 내부에서 발생되는 풍속의 측정을 위하여 실

시된 실험으로 유인 모듈, 일반 원통형 배기구를 설치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은 배기풍속을 일정 속도로 발생시켜서 풍속의 증가를 확인하고자 하

였다. 실험의 일정에 대한 상세 설명은 <표 4.5>와 같으며, 주변의 풍속 및

풍향 등을 측정한 기상관측기와 발전기의 발전량을 측정한 발전량 모니터링

장비, 배기구 내부의 풍속측정을 위한 다점풍속계를 사용하였으며,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표 4.6>과 같다. 실험에 사용된 기상 관측기를 이용하여 매

1분간 주변의 풍향과 풍속을 확인하였으며, 매 10초 간격으로 풍력발전기의

발전량과 다점풍속계의 풍속을 측정하였다. 측정 지점은 일반원통형 배기구

와 설계된 유인모듈의 중앙부 한 지점의 값을 측정하였으며, 측정 지점을 상

세히 도식화한 그림은 (그림 4.12)와 같다.

각 실험에 대하여 12시간의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기간 동안 배기풍속은

1.68m/s~1.78m/s의 일정한 풍속을 발생시켜 풍속의 변화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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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개요

실험개요

및

측정지점

실험명칭

및

방법

CASE 1

(일반원통형 배기구 +

블레이드 회전)

CASE 2

(설계유인모듈 +

블레이드 회전)

CASE 3

(설계유인모듈 +

블레이드 고정)

일반배기구내 발전 시

발전량 및 배기구 내외

풍속 측정

설계배기구내 발전 시

발전량 및 배기구 내외

풍속 측정

설계배기구내 블레이드

고정 시 발전량 및

배기구 내외 풍속측정

<표 4.5> 풍속 측정 Test-Bed 실험 일정 및 방법

번호 측정 장치 설명

1
Vantage Pro2

기상관측장치

- 강우량, 온습도, 풍향, 풍속

데이터를 통합 측정

2

Data Scan

5000 발전량

모니터링 장비

- 발전량, 배터리 잔량, 전류량 등의

통합 측정

3

Multi-Channel

Anemomaster

다점풍속계

- 1채널에서 64채널까지의 풍속,

온도, 습도, 압력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다점풍속계

<표 4.6> 풍속 측정 Test-Bed 실험 측정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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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배기구 풍속측정 지점 상세도

(2) 발전량 측정 Test-Bed 실험 계획

본 Test-Bed 실험은 배기겸용 소형 풍력발전 시스템의 적용을 위한 유인

모듈적용에 따른 발전량 분석을 위하여 실시하였으며, Test-Bed 건물에 풍력

발전기와 유인 모듈, 일반 원통형 배기구를 설치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은 풍향 풍속에 대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겨울철로

접어드는 11월부터 12월 까지 일반 원통형 배기구와 유인 모듈의 설치에 따른

발전량의 비교를 실시하였다. 실험의 일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표 4.7>과

같으며, 실험에서 주변의 풍속 및 풍향 등을 측정한 기상관측기와 발전기의 발

전량을 측정한 발전량 모니터링 장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표 4.8>과 같다.

실험에 사용된 기상 관측기를 이용하여 매 10분간 주변의 풍향과 풍속을

확인하였으며, 매 10초 간격으로 풍력발전기의 발전량을 측정하였다. 10초 간

격으로 측정된 발전량에 대하여 평균값을 활용하였으며, 각 실험에 대하여

14일 간의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에 적용된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은 국내에서 설비인증은 받은 제품

항목 중에서 출력이 높고 풍향에 관계없이 운전이 가능하여 앞서 배기겸

용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에 적용이 가능한 풍력발전기의 조건을 갖춘 시

스템으로 선정하였다. 해당 모델의 개요는 <표 4.9>와 같다. 해당 시스템

은 내부 블레이드는 항력형의 사보니우스, 외부 블레이드는 양력형의 다

리우스인 이중 블레이드 구조로 되어 있어 시스템의 효율을 높인 제품이

다. 또한 시스템 자체의 소음․진동․하중은 설비 심사 세부기준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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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하여 적용에 문제가 없으며, 축변형을 통한 구조검토를 실시하여 안

전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해당 제품의 크기와 출력곡선은 (그림 4.13)과 같으며, 본 제품의 시동 풍속

은 3m/s, 정격 풍속은 13.5 m/s, 정지 풍속은 15.5m/s이다.

유인모듈 설치 후 발전량 측정 실험은 2012년 11월 22일부터 12월 05일까

지 실시되었으며, 일반 원통형 배기구 발전량 측정 실험은 2012년 12월 05일

부터 12월 18일 까지 실시되었다

.

측정 실험 내용 측정 방법

유인모듈 장치

+

기본 배기구

(외기의 영향 O,

배기의 영향 O)

Ÿ 발전량 모니터링 장비를 이용한 10초

간 발전량 체크

Ÿ 기상 관측기를 이용한 매 10분간 풍

속 및 풍향 체크

일반 배기구

+

기본 배기구

(외기의 영향 O,

배기의 영향 O)

<표 4.7> 발전량 측정 Test-Bed 실험 일정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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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측정 장치 설명

1
Vantage Pro2

기상관측장치

- 강우량, 온습도, 풍향, 풍속

데이터를 통합 측정

2

Data Scan 5000

발전량 모니터링

장비

- 발전량, 배터리 잔량, 전류량

등의 통합 측정

<표 4.8> 실험 측정 장비

구분 특징

Nominal electrical power generated 300W

Rotation Axis Vertical Axis

Rotor Diameter 1.24m

Cut in wind speed <3m/s

Rated Wind Speed 13.5m/s

Cut out Wind Speed 15.5m/s

Survival Wind Speed 60m/s

Turbine Weight 25.5kg without tower

Blades Material Anodized Aluminum

Corporation/Certification (주)하이에너지코리아/ 에너지관리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

<표 4.9> Test-Bed 적용 풍력발전 시스템 특징

(그림 4.13) Test-Bed 적용 풍력발전 개념도 및 출력곡선



- 64 -

4.2 TEST-Bed 실험

4.2.1 배기구 내부 풍속 Test-Bed 실험

(1) CASE 1 TEST(일반 원통형 배기구 + 블레이드 회전) 실험

본 실험은 CASE 1 적용 시 배기구 내부의 풍속의 변화를 확인하고 CASE

2 적용 시와 비교를 하고자 하였다. 실험은 12시간 동안에 실시하였으며,

CASE 1은 외기의 영향과 배기의 영향이 모두 적용되는 상황이다. 배기구 내

부의 풍속의 측정은 모두 3 지점에서 실시되었으며, 실시 지점은 <표 4.5>의

Case 1에 나타난 지점에서 측정 되었다. 측정은 10초 간격으로 실시되었으며,

측정 결과 그래프는 (그림 4.14)와 <표 4.10>과 같다.

(그림 4.14) Case 1 풍속 측정 실험 결과 그래프

외부풍속

(평균값,

m/s)

Point 1

(평균값,

m/s)

Point 2

(평균값,

m/s)

Point 3

(평균값,

m/s)

발전량

(Wh)

일반원통형 배기구

+ 블레이드 회전
2.09 1.68 1.52 2.12 0.08

<표 4.10> Case 1 풍속 측정 결과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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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와 <표 4.10>에 나타난 CASE 1의 내부 풍속 측정결과는 외부

의 풍속에 변화가 발생하여도 Point 1,2,3 모두 큰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실험의 초반 강한 외부의 풍속으로 인하여 내부기류의 변화

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외부의 풍속에 의한 배기구 내부 부압

이 발생하여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배기구 내부의 풍속은 Point 1 부

터 Point 3까지 풍속의 증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유인모듈 적용에 따른 풍속 측정 TEST 실험

가) CASE 2 Test (설계 유인모듈 + 블레이드 회전)실험

CASE 2를 적용하여 내부의 풍속을 측정한 본 실험은 블레이드의 회전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배기구 내부의 풍속의 변화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실험의 결과를 이용하여 CASE 1의 결과와 비교하여 내부풍속 증폭 효

과와 함께 발전량의 비교를 실시하고자 하였으며, 블레이드 회전에 따른 내

부 토출 풍속의 변화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CASE 2 역시 배기풍

속의 영향과 외기 풍속의 영향이 모두 적용된 실험이다. 실험의 결과는 (그림

4.15)와 <표 4.11>과 같다.

(그림 4.15) Case 2 풍속 측정 실험 결과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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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풍속

(평균값, m/s)

Point 1

(평균값,m/s)

Point 2

(평균값,m/s)

Point 3

(평균값,

m/s)

발전량

(Wh)

설계유인모듈+

블레이드 회전
1.84 1.78 1.68 1.87 0.23

<표 4.11> Case 2 풍속 측정 결과 표

(그림 4.15)와 <표 4.11>에 나타난 CASE 2의 내부 풍속 측정결과는 외부의

풍속에 변화가 발생시 Point 3에서 큰 변화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

의 초반 외부의 풍속이 약 2m/s 의 풍속이 발생할 경우 Point 3의 값이 증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외부의 풍속이 약 4m/s이상의 풍속이 나타날

경우 오히려 Point 3의 값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부의 강한 풍

속으로 인하여 소형 풍력발전기의 구동이 시작되면서 저항이 발생하여 토출되

는 풍속의 저하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풍력발전기의 발전이 시작된

이후 토출되는 풍속의 경우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CASE 3 Test (설계 유인모듈 + 블레이드 고정)실험

CASE 3를 적용하여 내부의 풍속을 측정한 본 실험은 블레이드의 회전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배기구 내부의 풍속의 변화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실험의 결과를 이용하여 CASE 2 경우의 결과와 비교하여 블레이드의

회전이 내부풍속 증폭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블레이드 고정에 따른 내부 토출 풍속의 변화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

다. 실험의 결과는 (그림 4.16)과 <표 4.12>와 같다.

외부풍속

(평균값, m/s)

Point 1

(평균값, m/s)

Point 2

(평균값, m/s)

Point 3

(평균값, m/s)

설계유인모듈+

블레이드 고정
0.2 1.69 1.57 1.93

<표 4.12> Case 3 풍속 측정 결과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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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 Case 3 풍속 측정 실험 결과 그래프

(그림 4.16)와 <표 4.12>에 나타난 CASE 3의 내부 풍속 측정결과는 외부

의 풍속에 변화가 발생 시 CASE 2 경우와 마찬가지로 Point 3에서 변화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의 풍속이 약 1.5m/s 의 풍속이 발생할 경우

Point 3의 값이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부의 풍속이 증가

하는 경우 유인 모듈의 상부를 지나는 풍속의 압력으로 인하여 저항이 발생

하여 토출되는 풍속의 저하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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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발전량 측정 Test-Bed 실험

(1) 일반배기구 TEST 실험

본 실험은 일반 원통형 배기구의 설치에 따른 소형풍력발전기의 발전량을

측정하는 실험으로 약 14일 간 실시되었다. CFD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일반

원통형 배기구 적용 시 외기의 유동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발전량을 측정하

여 그 성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아래의 (그림 4.17)은 일반 원통형 배기구

를 적용하였을 경우 외부의 풍속과 그에 따른 발전량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

이다. 그래프 상에서 지속적으로 외부의 바람이 3m/s 이상이 불어올 경우 발

전이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외부의 바람이 3m/s 가 불어오지 않는 경

우는 발전량이 극히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17) 일반 배기구 발전량 및 풍속 그래프

이는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바람이 오직 외기의 바람만으로 이루어지는 것

을 나타내는 것으로 배기풍의 영향이 미치지 못하여 낮은 발전량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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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6일차 7일차

평균풍속(m/s) 2.6 1.1 1.7 2.0 1.7 0.6 0.6

평균발전량(W) 1.1 1.2 0.5 0.4 0.5 0.2 0.0

주 풍향 NW SSE E NW NW NW NW

무풍비율 3% 8% 0% 0% 0% 0% 0%

8일차 9일차 10일차 11일차 12일차 13일차 14일차

평균풍속(m/s) 0.3 0.5 1.5 0.9 0.4 2.0 2.3

평균발전량(WH) 0.0 0.0 0.1 0.0 0.0 1.1 1.3

주 풍향 NW E E NW E NW NW

무풍비율 24% 0% 0% 4% 5% 1% 0%

<표 4.13> 일반배기구 Test-Bed 실험 결과 값(10분 평균 값)

<표 4.13>은 일반 배기구의 실험 기간 동안 평균풍속, 평균발전량, 일일 발

전량의 합, 주풍향, 무풍비율을 기상데이터 측정 간격과 같은 10분간의 평균값

을 분석하여 나타낸 표로 평균풍속이 1.7m/s 이상이 불어오는 날의 경우 발전

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부 날짜에서 평균 풍속은 낮으나 발전이 이

루어지는 것이 나타나는데 이는 일평균 풍속의 경우 낮게 나타나지만 일순간

적인 강한 풍속으로 인하여 발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

다. 풍향의 경우 NW, SSE, E의 3가지 풍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주풍향인

NW풍이 불어올 경우에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풍향에 따른 발전 비율은 <표 4.14>와 (그림 4.18)에 나타났으며, 가장 높

은 발전 비율은 앞서 <표 4.13>을 분석한 것과 같이 NW풍에서 가장 높은

발전 비율인 60.08%를 나타내었다.

(그림 4.18) 일반 배기구 풍향별 발전빈도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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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향
일반 원통형 배기구

발전량(WH)

일반 원통형 배기구

평균풍속(m/s)
발전 비율(%)

N 6.63 1.3 0.85

NNE 6.69 0.45 0.86

NE 0 0 0.00

ENE 4.59 1.77 0.59

E 11.07 1.88 1.42

ESE 2.32 1.5 0.30

SE 1.18 0.96 0.15

SSE 7.77 1.26 1.00

S 2.43 1.47 0.31

SSW 0 0 0.00

SW 0 0 0.00

WSW 0.13 2.7 0.02

W 29.1 1.84 3.74

WNW 146.26 2.57 18.81

NW 467.29 2.79 60.08

NNW 92.3 2.31 11.81

0 0 0 0.00

<표 4.14> 일반배기구 풍향에 따른 발전 비율 결과

가장 높은 풍향빈도를 나타내는 NW풍향의 60.08%에 이어 WNW풍향

(18.81%), NNW풍향(11.81%)의 비율 순으로 나타났다. NW풍향과 WNW풍향

의 비율 차이는 41.27%로 높은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풍

향이 아닌 풍향에서의 바람에서는 풍력발전시스템이 구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앞서 실시한 CFD 시뮬레이션 에서는 일반 원통형 배기구를 적용 시 높은

풍속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 Test-Bed에서 실시한 실험 결과

주풍향에서 높은 효과가 나타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간의 발전량의 단위는 WH로 이를 Wh/day로 변환하여 10초당 평균

발전량으로 분석한 내용은 <표 4.15>와 같으며, 원통형 배기구를 설치하였을

경우 실험 기간인 14일간의 1일 평균 발전량은 9.331Wh/day로 나타났다. 1일

최대 발전을 기록한 날짜는 12월 6일로 실험 2일차의 1일 발전량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4.13>에서 나타난 실험 2일차의 평균 외부 풍속은 1.2m/s로 낮게

나타났으나 외부의 높은 풍속이 장시간 영향을 미쳐 1일 발전량에 영향을 미치

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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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12월 6일 12월 7일 12월 8일 12월 9일 12월10일 12월11일 12월12일

일일누적발전량(W) 10355.40 4318.80 3237.50 4496.00 2085.60 25.20 0.00

평균발전량(W) 1.20 0.50 0.37 0.52 0.24 0.00 0.00

발전량변환(Wh) 28.77 12.00 8.99 12.49 5.79 0.07 0.00

날짜 12월13일 12월14일 12월15일 12월16일 12월17일 12월18일 평균

일일누적발전량(W) 0.00 994.50 0.00 0.00 9709.70 8446.90
발전량

(Wh/day)
9.331평균발전량(W) 0.00 0.12 0.00 0.00 1.12 0.98

발전량변환(Wh) 0.00 2.76 0.00 0.00 26.97 23.46

<표 4.15> 일반배기구 적용 시 발전량 결과 값(10초당 측정 값)

(2) 유인모듈 적용에 따른 TEST 실험

본 실험은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 시스템 적용을 위하여 설계된 유인모듈 배기

구의 설치에 따른 소형풍력발전기의 발전량을 측정하는 실험으로 일반 원통형 배

기구 실험 기간과 동일한 14일 간 실시되었다. 설계 유인 모듈 역시 CFD 시뮬레

이션을 통하여 설계 유인 모듈 배기구 적용 시 외기의 유동을 확인하고 그에 따

른 발전량을 측정하여 그 성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아래의 (그림 4.19)은 설계

유인 모듈 배기구를 적용하였을 경우 외부의 풍속과 그에 따른 발전량 추이를 나

타낸 그래프이다. 그래프 상에서 지속적으로 외부의 바람이 3m/s 이상이 불어올

경우 발전이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일반 원통형 배기구와 달리 외부의 바

람이 3m/s 가 불어오지 않는 경우에도 발전량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19) 설계 유인모듈 발전량 및 풍속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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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바람이 외기의 바람과 동시에 배기구에서 토출

되는 배기풍속의 활용이 이루어져 발전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험

1일차

실험

2일차

실험

3일차

실험

4일차

실험

5일차

실험

6일차

실험

7일차

평균풍속(m/s) 0.68 1.61 1.02 0.84 1.91 0.82 2.00

평균발전량(W) 0.03 0.38 0.00 0.00 2.10 0.00 1.36

주 풍향 SW W SW SW WSW SW WSW

무풍비율 46% 1% 10% 11% 19% 28% 23%

실험

8일차

실험

9일차

실험

10일차

실험

11일차

실험

12일차

실험

13일차

실험

14일차

평균풍속(m/s) 1.15 1.20 1.08 0.69 1.89 2.25 0.84

평균발전량(W) 0.03 0.72 0.07 0.14 1.38 1.75 0.02

주 풍향 WSW WSW SW SW W NW SSE

무풍비율 6% 8% 21% 14% 0% 0% 0%

<표 4.13> 설계 유인모듈 Test-Bed 결과 값

<표 4.16>은 설계된 유인모듈 적용 실험 기간 동안 평균풍속, 평균발전량,

일일 발전량의 합, 주풍향, 무풍비율을 기상데이터 측정 간격과 같은 10분간

의 평균값을 분석하여 나타낸 표로 평균풍속이 0.84m/s 이상이 불어오는 날

의 경우 발전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인모듈을 적용하였을 경우는

거의 모든 날짜에서 발전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유인 모듈의 적

용에 따라 외기 풍속과 더불어 배기풍속의 활용으로 인하여 발전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풍향에 대한 분석의 경우 SW, W, WSW, NW, SSE풍향에

서 발전이 이루어졌다. 이는 3가지 풍향에서 발전이 이루어진 일반 원통형 배

기구에 비하여 다양한 풍향에서 발전이 이루어졌으며, WSW풍향의 외부 풍향

에서 가장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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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향 유인모듈 발전량(WH) 유인모듈 평균풍속(m/s) 발전 비율(%)

N 8.15 2.33 0.71

NNE 4.55 3.3 0.40

NE 0 0 0.00

ENE 0 0 0.00

E 3.53 0.67 0.31

ESE 0 0 0.00

SE 0.07 0.9 0.01

SSE 0.52 0.96 0.05

S 1.09 1.85 0.10

SSW 4.3 2.5 0.37

SW 31.54 2.53 2.75

WSW 199.95 3.06 17.43

W 218.64 2.7 19.06

WNW 312.09 2.43 27.21

NW 277.77 2.74 24.22

NNW 84.49 1.88 7.37

0 0.19 0.1 0.02

<표 4.17> 설계 유인모듈 풍향에 따른 발전 비율 결과

(그림 4.20) 설계 유인모듈 발전빈도 그래프

풍향에 따른 발전 비율은 <표 4.17>에 나타났으며, 가장 높은 발전 비율은

앞서 <표 4.16>과 (그림 4.20)을 분석한 것과 같이 WSW풍향에서 가장 높은

발전 비율인 27.21%를 나타내었다. <표 4.17>에서 나타난 풍향별 발전량 비교

는 앞서 WSW풍향의 27.21%에 이어 NW풍향(24.22%), W풍향(19.06%)의 비율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는 WSW풍향과 NW풍향의 비율 차

이는 2.99%로 많은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주풍향이 아닌 풍향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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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기의 구동이 일어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실시한 CFD 시뮬레이션에서는 설계 유인모듈을 적용 시 외부의 풍속의

증가와 함께 토출되는 배기풍속의 증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Test-Bed에서 실시한 실험 결과 거의 모든 풍향에서 발전이 나타는 것으로 나

타났다. 14일 간의 발전량의 단위는 WH로 이를 Wh/day로 10초당 평균 발전

량으로 변환한 내용은 <표 4.18>과 같으며, 원통형 배기구를 설치하였을 경우

실험 기간인 14일간의 1일 평균 발전량은 14.774Wh/day로 나타났다. 1일 최대 발

전을 기록한 날짜는 11월 26일로 실험 5일차의 1일 발전량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4.16>에서 나타난 실험 2일차의 평균 외부 풍속은 1.91m/s로 나타났다.

날짜 11월 22일 11월 23일 11월 24일 11월 25일 11월26일 11월27일 11월28일 11월29일

일일누적발전량

(W)
274.70 3308.00 14.40 0.00 17988.20 0.20 11976.00 266.10

일평균발전량

(W)
0.03 0.38 0.00 0.00 2.08 0.00 1.39 0.03

발전량변환

(Wh/day)
0.76 9.19 0.04 0.00 49.97 0.00 33.27 0.74

날짜 11월30일 12월1일 12월2일 12월3일 12월4일 12월5일 평균

일일누적발전량

(W)
5730.90 1131.40 1142.70 12007.20 15345.90 5275.10

발전량

(Wh/day)
14.774

일평균발전량

(W)
0.66 0.13 0.13 1.39 1.78 0.61

발전량변환

(Wh/day)
15.92 3.14 3.14 33.35 42.61 0.01

<표 4.18> 설계 유인모듈 적용 시 발전량 결과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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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TEST-Bed 실험 결과

4.3.1 배기구 풍속 측정 TEST-Bed 실험 결과

배기구 풍속 측정 Test-Bed는 일반 원통형 배기구와 설계된 유인모듈 배

기구 내부의 공기의 유동 속도와 배기풍속의 증가 또는 감소의 여부를 확인

하고 설계 유인 모듈의 성능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실험은 3 가지 Case를

설정하여 각각 12시간씩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의 시간동안의 일정한 배기풍속을 발생시켜 그 증감여부를 확인하였다.

배기구 풍속 측정 Test-Bed 실험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블레이드 고정과 회전에 대한 Case2와 Case3의 결과는 <표 4.19>과

같다. 외부 풍속의 경우 12시간의 차이로 인하여 다르게 나타났다. Point1 은

배기구의 말단에 설치된 풍속을 측정한 값으로 각각 1.68m/s~1.78m/s의 값이

나타났다. CASE 3의 Point 3의 값은 Point 1 값에 비하여 0.24m/s의 증가가

발생하였으며, CASE 2의 경우 0.09m/s의 차이가 발생하여 두 Case의 차이는

0.15m/s로 나타났다.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블레이드 회전 시 토출부의 배기

풍속이 회전하는 공기와 만나며 감소가 된 것으로 분석된다.

외부풍속

(평균값)

Point 1

(평균값)

Point 2

(평균값)

Point 3

(평균값)

Case 2

(설계유인모듈+ 블레이드 회전)
1.84 1.78 1.68 1.87

Case 3

(설계유인모듈+ 블레이드 고정)
0.2 1.69 1.57 1.93

<표 4.19> Case 2 와 Case 3 실험 결과 값 (단위 : m/s)

둘째, 일반배기구와 유인모듈의 측정 값 비교를 실시한 Case 1과 Case 2의

결과는 <표 4.20>과 같다. CASE 1 적용 시 배기풍속의 증가 값은 0.44m/s가

증가하였으며, CASE 2 적용 시는 0.09m/s의 증가가 발생하였다. 하지만 발전량

의 경우 약 0.15Wh의 차이가 발생하여 CASE 2의 발전량이 높게 발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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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이 장기간에 걸쳐 발전량의 측정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단기간의

실험으로도 발전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유인모듈의 적용

시에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의 발전에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외부풍속

(평균값,

m/s)

Point 1

(평균값,

m/s)

Point 2

(평균값,

m/s)

Point 3

(평균값,

m/s)

발전량

(Wh)

Case 1(일반원통형 배기구

+ 블레이드 회전)
2.09 1.68 1.52 2.12 0.08

Case 2(설계유인모듈

+ 블레이드 회전)
1.84 1.78 1.68 1.87 0.23

<표 4.20> Case 1 과 Case 2 실험 결과 값

4.3.2 발전량 측정 TEST-Bed 실험 결과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기의 적용을 위한 설계된 유인모듈의 발전량 성능의

검증을 위해 일반 원통형 배기구와 설계된 유인모듈을 각각 14일간 적용하여

실시한 발전량 측정 Test-Bed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4일간의 실험 기간 동안 외부의 풍향은 NW, WSW, SSE의 풍향에

서 주된 외풍이 불어왔으며, 일반 원통형 배기구의 경우 평균 풍속은 1.7m/s

와 NW의 풍향에서 거의 모든 발전이 이루어지는 특징을 나타냈다.

이는 시뮬레이션 결과와 다른 결과로, 시뮬레이션에서는 다양한 풍향에서

불어오는 외부의 바람이 증폭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 소형풍력발전기

의 구동에 있어서는 주된 영향을 끼치지 못하였으며, 배기풍속의 영향을 받지

못하여 적은 풍속에도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발전량의 경

우 14일간의 실험결과 9.331Wh/day의 발전량이 나타났다.

둘째, 설계된 유인 모듈의 경우 주풍향인 NW풍향과 더불어 WSW, SSE 풍

향의 바람과 평균풍속 0.84m/s의 풍속에서 발전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시뮬레이션 상에서도 검증 되었듯이 주풍향이 아닌 다른 풍향에서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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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바람이 불어올 경우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의 구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지는 못하나 설계된 유인모듈의 내부로 유입되어 배기풍속의 증가와 함께 소

형풍력발전기의 구동에 영향을 미쳐 발전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일

반원통형 배기구에 비하여 낮은 평균풍속에서도 발전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이 역시 유인 모듈로 인한 증폭효과에 의하여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측정된 발전량의 경우 14.774Wh/day의 발전량이 나타나 일반원통형 배기구

에 비하여 약 5.4Wh/day의 발전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설계된 유인모듈을

적용 시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의 적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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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소결

본 연구의 Test-Bed는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첫 번째 실험은 배기

구 형태에 따른 내부풍속측정을 실시하였으며, 두 번째 실험은 유인 모듈 설

치에 따른 발전량 측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배기구 내부 풍속 측정 Test-Bed는 일반 원통형 배기구와 설계 유인

모듈을 적용한 방법과 블레이드 회전과 고정으로 각각 나누어 실시하였으며,

배기풍속을 일정하게 발생시켜 증가폭을 확인하는 실험이다.

그 결과 설계유인모듈의 내부 풍속은 배기구 풍속에 비하여 일정 풍속의

증가가 발생하였으며, 설계유인모듈의 적용이 발전량에도 효과적인 도움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발전량 측정을 위한 Test-Bed(신축 기숙사-C 대학) 실험은 일반 원통

형 배기구의 설치와 설계된 유인모듈의 설치로 나누어 실험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설계 유인 모듈적용이 일반 원통형 배기구에 비하여 낮은 풍속에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며, 주풍향이 아닌 다른 풍향에서도 발전이 이루어

지는 것으로 나타나 설계유인모듈의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을 통해 얻어진 시스템의 발전량을 바탕으로 공동주택 하나의 단지에서

생산되는 전력량을 추정하면 한 개의 동에 10개의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기가

설치될 경우 연간 53.93kW/년이 생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10개의 동

이 있다고 가정하면 연간 539.3kW/년이 생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실시된 두 가지 형태의 Test-Bed는 각각 배기풍속의 증폭여

부 확인과 발전량의 증가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으로 두 번의 실험에서

설계 유인모듈이 배기풍속의 증폭과 발전량의 증폭에서 일반원통형 배기구에

비하여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의 적용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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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공동주택은 우리나라 주거용 건물의 대표적인 건물로써 국가 에너지 소비량

측면에서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 다소비형 건물이다. 최근 화석

연료의 고갈과 온실가스 저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국가적인 필요성이 대

두됨에 따라 공동주택 역시 에너지 절감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동주택의 에너지 절감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배기를

겸하며, 외부의 바람을 이용한 배기겸용 소형수직풍력발전 시스템의 적용을

위한 유인 모듈의 설계를 실시하였으며, CFD 시뮬레이션을 통한 유인 모듈

의 성능을 사전에 평가하고 Test-Bed 실험을 통한 실제 일반 원통형 배기구

와의 차이점을 확인하여 설계 유인 모듈의 성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 위치하고 있는 도심지에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한 고려요소들을 도출하였으며, 도출된 고려요소는 지역주변의 풍속과 풍

향, 건물에서의 풍환경 특징, 풍환경에 적절한 소형풍력발전 시스템 특성, 안

전성으로 도출되었다.

(2)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의 적용을 위해 현재 적용되고 있는 배

기시스템을 조사하였으며, 배기풍속과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의 결합을 위한 고

려사항을 도출하였다. 고려요소는 지속적인 배기풍속의 존재, 연돌효과 및 수

직샤프트의 활용, 구조적인 안전성에 대한 고려로 총 3가지 고려요소가 도출

되었다.

(3) 본 연구의 시스템의 적용성을 높이고자 외기를 유입하여 배기성능을 높

일 수 있는 유인 모듈을 설계 및 제작하였으며, 유인 모듈에 설계에 있어서 외

형의 디자인 및 외기의 유입을 위한 효과를 CFD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검토

하였다. 검토된 외형은 원형으로 설계하였으며, 실질적인 크기를 고려하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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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와 상부의 크기를 다르게 하여 벤츄리 효과를 꾀하였다. 더불어 적층이 가능

한 구조로 설계하여 적용위치의 풍환경에 맞는 높이조절이 가능코자 하였다.

(4) CFD 시뮬레이션을 통한 사전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배기구 내부

풍속 측정 Test-Bed 와 발전량 측정 Test-Bed실험을 실시하였다.

배기구 내부 풍속측정 결과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의 회전에 의한 부압이 발

생하여 설계된 유인 모듈은 배기풍속의 일정부분 증가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량 측정 실험 결과 설계된 유인 모듈은 14.774Wh/day의 발전량이 생

산되었으며, 일반 원통형 배기구는 9.331Wh/day가 생산되어 설계된 유인모듈

이 약 5.4Wh/day의 추가적인 발전이 이루어졌다.

실험기간동안 얻어진 전력 생산량을 바탕으로 공동주택 1개 단지의 연간

전력 생산량을 예측한 결과 연간 539.3kW/년으로 예측되었다.

본 연구에서 실시된 특성에 대한 분석과 CFD 시뮬레이션, 실제 Test-Bed

의 결과 따라 설계된 유인 모듈의 적용을 실시한다면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의 적용에 있어서 일반 배기구에 비하여 좀 더 효과적인 성능을 발휘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의 적용을 위하여 새로운 배

기구의 기초적인 설계를 실시하였으며, 고려요소와 적용요소의 도출을 통하

여 설계된 배기구의 성능을 확인하여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의 적용가

능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의 특성, 풍력발전

시스템의 적용에 있어서 고려사항 도출, 배기 시스템에 대한 특성과 현황 조

사를 하였으며, 시뮬레이션과 실험을 함께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를 진행하는데 있어 풍력발전기의 블레이드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풍력발전기의 성능이 최적으로 발생하지 않아 이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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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시스템 적용을

위한 유인모듈 성능 평가에 관한 연구

송 용 우

건축공학과 건축설비 및 에너지전공

중앙대학교 대학원

초고층 건물은 지역의 랜드마크로써 건설 기술의 집합체라는 의미로 사용된

다. 하지만 급격하게 늘어나는 초고층 건물의 수요와 반대로 에너지 사용이 높

은 초고층 건물은 국가 에너지 절감에 있어서 우선적인 대상이 되고 있다. 초

고층 건물은 주변의 장애물이 존재하지 않는 특성상 신재생에너지의 적용성이

우수하며, 그 중 풍력에너지는 높이에 따른 바람의 가속으로 인하여 적용에 있

어서 우수함이 존재한다. 하지만 도심지에서 발생하는 바람은 그 예측이 쉽지

않고, 풍량도 충분치 않으며 특히, 국내의 경우 계절에 따라 주 풍향이 변화하

는 기후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건물적용이 매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초고층 공동주택에서 유인모듈을 적용한 배기풍을

소형풍력발전에 적용시켜 성능평가를 실시함으로써 기류의 상승효과를 얻고자

한 것으로 배기를 증폭시키는 장치의 설계와 적용에 따른 CFD 시뮬레이션과

실제 건물 적용에 따른 발전량 및 배기풍속의 측정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한 고려요소들을 도출하였으며, 지역주

변의 풍속과 풍향, 건물에서의 풍환경 특징, 풍환경에 적절한 소형풍력발전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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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 특성, 안전성으로 도출되었다. 더불어 시스템의 적용을 위해 현재 적용되고

있는 배기시스템을 조사하였으며, 배기풍속과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의 결합을 위

한 고려사항을 도출하였다. 지속적인 배기풍속의 존재, 연돌효과 및 수직샤프트

의 활용, 구조적인 안전성에 대한 고려로 총 3가지 고려요소가 도출되었다.

(2) 외기를 유입하여 배기성능을 높일 수 있는 유인 모듈을 설계 및 제작하였

으며, 유인 모듈에 설계에 있어서 외형의 디자인 및 외기의 유입을 위한 효과를

CFD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검토하였다. 검토된 외형은 원형으로 설계하였으며,

실질적인 크기를 고려하고 하부와 상부의 크기를 다르게 하여 벤츄리 효과를 꾀

하였다. 더불어 적층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하여 적용위치의 풍환경에 맞는 높이

조절이 가능코자 하였다.

(3) Test-Bed실험 결과 배기구 내부 풍속측정 결과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의

회전에 의한 부압이 발생하여 설계된 유인 모듈의 적용은 배기풍속의 일정부

분 증가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량 측정 실험 결과 설계된

유인 모듈은 14.774Wh/day의 발전량이 생산되었으며, 일반 원통형 배기구는

9.331Wh/day가 생산되어 설계된 유인모듈이 약 5.4Wh/day의 추가적인 발전이

이루어졌다. 실험기간동안 얻어진 전력 생산량을 바탕으로 공동주택 1개 단지

의 연간 전력 생산량을 예측한 결과 연간 539.3kW/년으로 예측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초고층 공동주택에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의 적용성을

높이고자 유인모듈을 설계하였으며, 그 성능에 대하여 실험 및 CFD 시뮬레이

션을 통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추후, 본 시스템의 적용을 위한 블레이드의 최

적화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41)

핵심어 : 초고층 공동주택, 배기시스템, 소형풍력발전기, 유인모듈, 신재생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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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rise buildings are regional landmarks in the cities of Korea and are

considered to be aggregates of construction techniques. However, high-rise

buildings that use large amounts of energy are becoming preferential targets

in national energy-saving efforts. Because no obstacles exist in their

surroundings, the applicability of renewable energy to high-rise buildings is

high. Among the various types of renewable energy, wind energy is

considered to have the most superior applicability because of the wind

acceleration related to the heights of buildings. However, winds occurring in

downtown areas are not good sources of wind energy because they cannot be

easily predicted and are not of sufficient strength.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the synergistic effects of air flows by harnessing

exhaust winds applied with inflow modules for small wind power systems in

high-rise apartments and evaluating the performance. To this end, a device to

amplify exhaust winds was designed. Computational fluid dynamics(CFD)

simulations of the application were conducted, and the amount of power

generated and the exhaust wind speeds when the device was applied to an

actual building were measur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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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lements to be considered in the application of small wind power

systems to high-rise buildings are drawn-wind directions and velocity in the

surroundings of the regi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wind environments in

the build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small wind power systems suitable for

the wind environments, and the safety of the small wind power systems. In

addition, to apply the systems, the exhaust systems that were in operation at

the time were examined, and matters pertaining to the combination of

exhaust wind velocity and the small wind power systems were considered.

Given the existence of continuous exhaust wind velocity, the utilization of

stack effects and vertical shafts, and structural stability, i.e., a total of three

elements, were identified for consideration.

(2) An inflow module that can take in outside air to enhance exhaust

performance was designed and manufactured. When the inflow module was

designed, the design of the appearance of the module and the module’s

effects on outside air inflows were reviewed using CFD simulations. After

the review, the module appearance was designed to be round, and venturi

effects were engineered by considering the actual module sizes and making

the sizes of the upper and lower parts different. Furthermore, the system

was designed in a structure that could be stacked so that the height of the

system could be adjusted to fit the wind environment in the relevant location.

(3)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measurement of the wind velocities in

the exhaust port during the Test-Bed experiment, negative pressure was

generated by the rotation of the small wind power system. The wind

velocities in the exhaust port of the designed inflow module the exhaust

wind velocities increased to some extent.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experiment to measure the amounts of power generated, whereas the

designed inflow module produced 14.774 Wh/day, the general cylindrical

exhaust port produced 9.331 Wh/day. Therefore, the designed inflow module

produced more power by approximately 5.4 Wh/day. The average annual

power production amount of one apartment complex was estimated based on

the power production amounts obtained during the experiment. According to

the result, the estimated average annual power production amount was 539.3

kW/year.

In this study, an inflow module was designed to enhance the applicability

of small wind power systems that are also used for exhaust to high-rise

apartments, and their performance was verified through experiments and CFD

simulations. Future studies should be conducted to optimize the blades in

order to apply the designed system to buildings.42)

Key words: High-rise apartment, Exhaust systems, Small wind power system, Inflow

Module, Renewable energ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