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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e research was focused to develop the technology applied with wind 

power generation as one of the new renewable energy system to super high-rise Building. This research 

presents the factors to consider for the application of wind power generation and through the case 

analysis simulation. The main factors for the application of wind powered generation were air flow 

and forms of buildings. we found out that super high-rise buildings are suitable for the application of 

wind powered energy generation considering that strong wind can be available to skyscrapers compared to 

ordinary buildings(the average wind speed of 5.7~7.4m/s for a building with height of 200m, 6.6~8.0m/s for 

500m can be observed) The result of simulation of installation site showed that top floor or sides of building 

are found to be most efficient for the wind powered energy generation on super high-rise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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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호 설 명 

      : 로터회 면  (㎡)

      : 풍력발 기로 유입되는 바람의 유동력

       : 공기 도 (kg/㎥) 

     : 보정된 고도의 풍속과 고도

     : 실측된 풍속계의 풍속과 고도(10m) 

      : 풍속 (m/s)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목

  최근 고층 건물에 한 수요가 증하고 있

는 상황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고층건물은 에

지 소비측면에서 연간 3만TOE 가량의 에 지

를 소비하는 에 지 다(多)소비형 건물이다. 따라

서 고층 건물에서의 에 지 약은 그 어느 때

보다 매우 요하다. 

  건물의 에 지 약방안  신 재생에 지를 

이용하는 방안이 있는데 그 에서도 풍력에 지

는 매우 큰 잠재력과 경제성  기술의 성숙도가 

가장 뛰어난 것으로 분석되어 재  세계 으

로 각 받는 에 지원의 하나로 평가를 받고 있

다. 그러나 지 까지의 풍력발  연구는 주로 개

방형 지형의 형 풍력시스템 주로 진행이 되

었고, 건물에 용하는 기술은 시작단계로서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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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본 연구는 고층 건물의 형태에 따른 

기류분석을 통하여 고층 건물에 풍력발 시스

템을 용하기 한 기 연구가 되고자 하 다. 

1.2 연구의 방법  범

  본 연구에서는 고층건물에서의 풍력발 시스

템 용을 하여 건물의 기류특성을 분석하

다. 한,  높이별 풍속보정식을 용하여 건물의 

형태에 따른 CFD분석을 통해 고층 건물의 풍

력발  용에 한 기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

다.

2. 고층 건물의 기류 특성

  고층 건물에서 풍력발 시스템 도입을 해

서는 높은 풍속과 난류 발생이 은 치에 용

하는 것이 요하다. 즉, 고층 건물의 경우는 

건물의 형태, 건물  배치형상, 주변 지형에 따라 

건물 자체에서 생기는 기류 형상이 매우 복잡하

고  다양하게 발생한다. Fig. 1과 같이 두 개의 

고층 건물사이에서의 기류 흐름은 바람이 건물

로  불어오다가 바람이 건물사이의 좁은 공간을 

통과하면서 건물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속도보다 

몇 배가 될 수 있는 풍속이 발생하게 된다. 풍속

의 상승에 따라 건물에서 바람이 불어나가는 쪽

에서는 난류가 발생되고 그 속도 한 증가한다. 

고층건물에서 단독건물인 경우 바람에 불어올 

경우 건물 주변뿐만 아니라 건물 쪽으로 상승

하여 불어나간다. 이럴 경우 바람의 난류와 역류

가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의 건물 외벽 근방에 발

생을 하고, 바람은 감아 돌면서 건물의 쪽으로 향

하여 꺽이는 수직굴 상이 발생한다. 상승하는 바

람은 건물 상부에서 수평으로 부는 바람의 속도를 상

당히 하락시키고 건물 뒤로 바람이 불어나가면 건물

뒤쪽에는 바람이 교란되고 풍속이 상당히 어든다.

 

  건물에서의 압력 분포를 살펴보면 일반 으로 

건물이 바람에 부딪히면 Fig. 2에서와 같이 바람

이 불어오는 쪽에서는 정압(positive pressure)이 

발생하고 건물 측면과 바람이 불어 나가는 쪽에

서는 부압(negative pressure)이 발생한다. 즉, 바

람이 건물에 부딪히면 바람이 건물 꼭 기와 측

면으로 확산되기 에 건물 상부 가장자리 

(upper edge)와 측면을 따라 높은 압력(positive 

pressure)이 발생하고 풍속이 증가되며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 쪽의 가장자리 바로 뒤에서는 소

용돌이(vortex)가 발생이 된다.  그리고 약간의 

압력 증가가 발생하여 바람은 건물의  옥상과 측

면을 따라 빠르게 지나 건물 뒤로 이동을 하고, 

바람이 맴돌아 그 공간을 채우도록 야기하는 거

한 기압(negative pressure) 역이 발생한다.

Fig. 1 The air flow

 

Fig. 2 The pressure distribution of building

3. CFD를 이용한 고층 건물의 형태에 따른 

기류 특성 분석

  본 에서는 고층 건물에 풍력발 시스템을 

건물 지붕과 측면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가정했을 경우 건물 형태에 따라 지붕과 측면에 

발생하는 기류 패턴 분석을 통하여 풍력발 시스

템을 용하는데 있어 기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

다.

3.1 고층 건물의 건물형태

   최근 고층 건물의 형태는 디자인과 이미지

를 시하면서 다양화되고 있지만 기본 인 형태

는 Fig. 3과 같이 크게 Prismatic, Setback, 

Taper 형태로 구분 할 수 있다.1) 

  고층 건물의 형태를 연도별로 분석해보면 

1960년  이 은 Setback형>Taper형, 1961~ 

1980년까지는 Prismatic형>Setback형>Taper형, 

1) 박상민, “복합용도 초고층건물의 기능별 면적비율

에 따른 건물체적과 계획요소 분포 및 분석에 관한 연

구”,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논문집, v9 n4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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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2000년 까지는 Setback형>Prismatic형> 

Taper형으로 과거에는 주로 Setback형과 

Prismatic형이 주를 이뤘다면 2001년 이후에는 

Prismatic형과 Taper형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

다.2) 특히 Taper형은 최근 복합 용도의 고층 

건물이 크게 늘어나면서 복합 용도가 가지는 계

획 , 구조 인 특성을 더 잘 만족시키기 때문에 

최근 고층 건물의 형태에 있어 Taper형이 크

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Fig. 3 Classification of 
super high-rise building 

base model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형태 으로 증가

하고 있는 Prismatic형과 Taper형을 기 으로 

산유체역학(CFD:Computational Fluid Dynamics)

방법을 사용하여 고층 건물의 형태에 따른 기

류 특성을 분석하고 풍력발 시스템 용을 한 

기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 다.

3.2 시뮬 이션 개요  해석 모델 설정

  본 연구에서 CFD 해석을 해 상용 로그램인 

STAR-CCM+ 3.02를 활용하여, 표  κ-ε모델

에 근거하여 진행하 다.

   시뮬 이션을 한 해석 모델은 Fig. 5에서와 

같이 Prismatic 형 4가지와 Taper 형 4가지를 

설정하 고 건물 높이는 재 국내․외 고층 건

물의 계획안을 살펴보면 100층 이상, 500m를 넘

는 규모의 건물들이 계획  건설 에 있고 3.1

에서 고찰한 결과 도심지역에서는 500m 이상

의 높이에서 풍속이 일정해지는 최 의 풍속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단되기 때문에 건물 높이

는 500m로 설정을 하 다.

2) 임보람 외, 현대 초고층 건축물의 형태적 경향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v24 n12, 2008.12

Fig. 4 A model of simulation

3.3 시뮬 이션 입력조건

  시뮬 이션의 풍속 입력 조건은 1999~2008년 

서울 지역 표  기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건물의 

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풍속 한 증가하기 때문에 

50m 높이 기 으로 풍속을 보정하여 입력하 다. 

시뮬 이션 입력 풍속 값은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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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1 The wind velocity input date 
which follows in height 

3.4 시뮬 이션 결과

3.4.1 정사각형(Prismatic 형, Taper 형) 고층 건물 

분석 결과

  정사각형 고층 건물의 기류 분석 결과 건물 

최하층부터 건물 최상층까지 건물 측면에 일정한 

난류층이 발생하여 풍속이 격하게 어드는 구

간이 발생하 으며, Prismatic 형과 Taper 형 모

두 바람이 건물에 불어오면서 건물의 앞쪽 측면

에서 건물 뒤쪽 측면으로 흘러가면서 난류층 두

께가 차 증가하는 패턴을 보 다. 그러나 

Prismatic 형과 Taper 형의 난류층 두께에는 차

이를 보 는데 Prismatic 형이 바람이 불어오는 

건물 앞쪽의 측면에는 약 1m의 두께로 발생을 

하다가 바람이 불어 나가는 건물 뒤쪽 측면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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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2m 두께의 난류층이 발생하 지만 Taper형

의 경우 건물 뒤쪽 측면에는 난류층 두께가 6m 

발생하 다. 이 게 난류의 두께에서 차이를 보

이는 이유는 Taper 형이 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면 이 어들기 때문에 난류층 한 게 발생

되는 것으로 단된다. 

   건물 지붕에 발생하는 기류 패턴을 분석해보

면 바람이 건물 지붕 모서리에 부딪히면서 건물 

뒤쪽으로 갈수록 난류층이 차 증가하는 패턴을 

보 다. Prismatic 형의 경우 건물 지붕의 뒤쪽에

는 약 19m의 난류층이 발생을 하고 Taper 형의 

경우는 약 11m 난류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그리고 건물 정면을 기 으로 기류 패턴

을 살펴보면 Prismatic 형은 건물의 양쪽 가장자

리보다 건물의 앙부에서 약 18m의 두꺼운 난

류층이 발생하 고 Taper 형의 경우 앙부에 

약 7m의 난류가 발생하여 건물의 앙부에 난류

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Fig. 5 A result of square-prismatic model
CFD simulation

Fig. 6 A result of square-taper model
CFD simulation

풍속은 Prismatic 형의 경우 건물 지붕에서 약 

38m 높은 지 에서 8.6m/s로 최고 풍속이 집

으로 나타났고 Taper 형의 경우 건물 지붕과 

건물 높이 400m~500m 부근의 건물 측면에서도 

8.1m/s의 최고 풍속 분포를 나타내었다. 최고 풍

속은 Prismatic 형이 Taper 형에 비하여 높게 나

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Prismatic 형은 건

물 지붕에서 일정한 이격거리를 두고 최고 풍속

이 집 으로 발생한 반면 Taper 형은 

Prismatic 형에 비하여 최고 풍속은 낮지만 건물 

옥상과 측면에 고르게 분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뮬 이션 분석 결과 이미지는 Fig. 5, Fig. 6

과 같다.

3.4.2 직사각형(Prismatic 형, Taper 형) 고층 건물 

분석 결과

  직사각형 고층 건물의 기류 분석 결과 정사

각형 고층 건물 기류 패턴과 마찬가지로 건물 

최하층부터 최상층까지 건물 측면에 난류가 발생

을 하고 건물 앞쪽 측면에서 건물 뒤쪽 측면으로 

갈수록 난류의 두께가 차 증가하는 패턴을 보

다. Prismatic 형은 건물 뒤쪽의 측면 경우 

12m 두께의 난류층이 발생하 지만 Taper 형의 

경우 건물 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건물 면 이 

어드는 형상으로 인하여 건물 측면에서 발생하는 

난류가 어들어 건물 뒤쪽의 측면 경우 3m 두

께의 난류층이 발생하 다. 

   건물 지붕에 발생하는 기류 패턴을 분석해보

면 바람이 건물 지붕 모서리에 부딪히면서 건물 

뒤쪽으로 갈수록 난류가 차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는데 Prismatic 형의 경우 건물 지붕 뒤쪽에

는 약 19m의 난류층이 발생을 하고 Taper 형의 

경우는 약 5m 난류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그리고 건물 정면을 기 으로 기류 패턴을 

살펴보면 정사각형 고층 건물이 건물 앙부에 

난류층이 크게 발생하는데 반해 직사각형 

Prismatic 형은 건물 가장자리는 7m, 건물 앙

부는 9m, Taper형은 지붕 체에 약 2m로 직사

각형 고층 건물은 지붕에 난류층 두께가 정사

각형에 비하여 고 반 으로 고르게 분포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풍속은 Prismatic 형의 경우 

정사각형과 비슷한 지 에 8.6m/s로 최고 풍속이 

집 으로 나타나고 Taper형의 경우 건물 지붕

에서 약 20m  높은 지 과 건물 높이 400m~500m 

부근의 건물 측면에서 약 20m 떨어진 지 에 

8.0m/s의 최고 풍속 분포를 나타내어 체 으로 

정사각형과 비슷한 기류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뮬 이션 분석 결과 이미지는 Fig. 7, Fig.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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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다.

Fig. 7 A result of rectangle-prismatic    

model CFD simulation

Fig. 8 A result of rectangle-taper      
model CFD simulation

3.4.3 원형(Prismatic 형, Taper 형) 고층 건물 

분석 결과

  원형 고층 건물의 기류 분석 결과 정사각형 

고층 건물과 직사각형 고층 건물과는 매우 

다른 기류 패턴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원형 고층 건물의 경우 건물 측면에 강한 풍속

이 발생되었는데 Prismatic 형은 9.2m/s~12m/s, 

Taper 형은 9.3m/s~12.1m/s의 풍속이 발생하

다. Fig. 9 Fig. 10의 건물 정면을 기 으로 기류 

분석한 그림을 살펴보면 건물 높이 200m에서부

터 건물 지붕까지 건물 측면에 강한 풍속이 발생

하면서 건물 뒤쪽으로 바람이 흘러나가는 기류 

특성을 보 다. 이는 원형의 형태 인 특성상 바

람이 불어오면 건물 측면을 따라 건물 뒤쪽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나가기 때문에 난류도 발생하지 

않고 바람이 가속되어 불어나가는 것으로 단이 

된다. 

   건물 지붕에 발생하는 기류 패턴을 분석해보

면 Prismatic형의 경우 약 6m의 난류층이 발생

하고 Taper형의 경우 약 3m의 난류층이 발생하

여 정사각형과 직사각형에 비하여 상 으로 난

류 발생이 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

붕에서 발생하는 최고 풍속은 지붕에서 약 15m

의 높이에서부터 약 8m/s 이상의 풍속을 나타내고 

있어 건물 측면에 비하여 풍속이 느리게 나타났다. 

   결론 으로 원형의 고층 건물은 건물 형태

인 특성상 바람이 건물을 자연스럽게 흘러나가

기 때문에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에 비하여 높은 

풍속을 얻을 수 있고 난류 발생이 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건물 지붕에 비하여 건

물 측면에서 더 높은 풍속을 얻을 수 있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Fig. 9 A result of cylinder-prismatic    
model CFD simulation

Fig. 10 A result of cylinder-taper      
model CFD simulation

3.4.4 삼각형(Prismatic 형, Taper 형) 고층 건물  

분석 결과

  삼각형 고층 건물의 기류 분석 결과 Fig. 11, 

Fig. 12 에서와 같이 건물 평면을 기 으로 기류 

분석한 그림을 살펴보면 바람이 건물에 불어오면 

삼각형 건물의 양쪽 측면으로 불어나가면서 건물 

앞쪽의 측면에서 건물 뒤쪽의 측면으로 갈수록 

바람이 차 가속되어 건물 뒤쪽의 측면에는 

Prismatic 형은 8.6m/s, Taper 형은 8m/s의 풍속

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건물 지붕의 풍속 분포는 건물 지붕의 앞쪽에

는 7m/s의 풍속이 발생하고 건물 지붕의 뒤쪽으

로 갈수록 8m/s 이상의 풍속분포를 나타내었다. 

원형과 비슷하게 건물 지붕과 건물 측면에 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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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으로 풍속이 격히 어드는 곳이 매우 

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 으로 바람이 건물을 타고 흘러나가는데 

있어 삼각형의 건물 형상이 유리하게 작용하여 

건물 측면과 지붕 부분에 난류 발생 분포가 게 

나타났다.그리고 풍속에서는 Prismatic 형이 

Taper 형보다 더 높은 풍속을 얻을 수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Fig. 11 A result of triangle-prismatic    
 model CFD simulation

Fig. 12 A result of triangle-taper      
model CFD simulation

4. 결 론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고층 건물인 경우 200m 높이에서는 
5.7~7.4m/s, 500m에서는 6.6~8.0m/s의 평균 풍
속을 확보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풍력발전적
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2)  건물 형태에 따른 기류 패턴을 CFD를 이용
하여 분석해본 결과 정사각형과 직사각형은 건물 
지붕과 측면에 일정 간격의 난류가 발생하여 이
격거리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나
타났다. 원형과 삼각형 형태는 건물 측면에서 강
한 풍속이 발생하였고 건물 지붕과 측면에서 난류  
                                            
발생이 적게 나타나 삼각형과 사각형에 비하여 

풍력발전시스템을 적합하기에 유리한 형태로 나
타났다. 
  특히, Prismatic 형과 Taper 형을 비교한 결과 
Taper 형은 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난류가 적게 
발생하는 특성을 보였고 풍속에서는 전반적으로 
Prismatic 형이 더 높은 풍속을 얻을 수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와 같은 기초연구를 통해 초고층 건
물에서의 풍력발전 적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
함과 동시에 초고층 건물에서의 풍력발전 적용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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