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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초고층 건물은 대표적인 도시의 랜드마크로서 국가의 이미지를 격상시키고, 

집적된 인프라와 쾌적한 오픈스페이스로 도시민의 공공 공간으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도시의 관광자원화, 새로운 업무·상권 형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건설에 따른 고용창출 등의 효과가 있으며, 또한 제한된 국토 조건에서 

도시과밀과 도시의 수평적 확산으로 인한 환경파괴를 예방하는데 기여하며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서울, 부산, 인천 

등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100층 이상의 초고층 건물이 계획 중이거나 공사 중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에 반해 초고층 건물은 에너지 다소비형 

건물로서 연간 2,000TOE(석유환산톤) 이상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 실정

이다. 또한 2008년 에너지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에너지 중 건물부문에서 

에너지 소비가 24%인 점을 고려할 때, 초고층 건물의 에너지 절약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그 동안 건물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주로 단열보강, 고효율 기기 개발 등과 같은 절약정책 위주로 추진1)되어왔으

나 이러한 기술의 적용효과는 궁극적으로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최근 대두

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과 화석연료 고갈에 따른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

하기 위한 가장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은 청정에너지원을 이용한 신·재생에너

지원의 적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세계 주요 국가들은 신·재생에너지의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2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배출전망대비(BAU) 

30% 감축 목표2)를 세우고 건물·교통 등 비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감축노력을 

1) 윤종호(2006),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BIPV)시스템과 초고층 건물, 한국 초고층건축포럼 제6

차 국제심포지엄, pp.155-169  

2)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200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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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하기 위하여 민간건물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3)를 

도입하는 등 보급 사업 확대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건물에 

신·재생에너지의 적용에 대해 개별적인 태양광, 태양열, 지열시스템 위주로 

많은 실증적 연구와 적용이 진행되고 있지만, 건물에 풍력을 적용하거나,  

신·재생에너지의 복합 적용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많은 연구를 필요로 하고 

있다. 

건물에 적용되어지는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은 기후조건과 주변 환경에 따라 

에너지 생산의 변동이 크기 때문에, 중소형 건물에 시스템 적용은 에너지 공급

의 불안정성이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초고층 건물의 경우에는 건물의 

높이에 따른 풍속의 증가로 인해 고밀도의 풍력에너지를 얻을 수 있으며, 또

한 넓은 면적의 입면을 통해 태양광발전시스템의 설치면적을 확보할 수 있다

는 장점이 있다. 또한 풍력발전시스템과 태양광발전시스템은 서로 상반된 

기후조건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호보완적인 시스템으로 활용한다면 

지속적으로 안정화된 에너지의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초고층 건물에서의 하이브리드 파워시스템 

적용을 위한 것으로서 특히, 초고층 건물의 특성을 활용하여 하이브리드 파워 

시스템에 의한 전력생산을 위해 풍력발전 및 태양광발전을 중심으로 고려요소와 

프로세스를 도출하고, 사례분석을 통하여 적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같

은 연구는 초고층 건물의 에너지 저감 기술력 확보를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

로 사료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하이브리드 파워시스템 적용을 위한 이론적 고찰과 적용사례를 

파악한 후, 초고층 건물의 에너지 소비 특성과 풍력발전시스템, 태양광발전 

시스템의 개별적인 특성을 분석하여 초고층 건물에 적용하기 위한 고려요소를 

도출하였다. 또한, 초고층 건물에 하이브리드 파워시스템의 복합적인 적용 

3) 총 에너지사용량의 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사용하는 건물을 신재생에너지건축물로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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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과 설치방안을 분석하여 적용 프로세스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초고층 건축물 사례분석을 통해 적용 방안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진행 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초고층 건물에서의 하이브리드 파워시스템 적용을 위한 이론적 고찰

   초고층 건물에 하이브리드 파워시스템 적용을 위한 이론고찰로서, 초고층   

    건물의 개념과 현재 국·외의 초고층 건물의 현황을 조사하고, 초고층   

    건물의 형태적 특성과 에너지 소비 특성을 파악한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파워시스템의 구성시스템인 풍력발전시스템과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중심  

    으로 이론고찰과 적용사례를 파악한다.

(2) 초고층 건물에서의 하이브리드 파워시스템 적용을 위한 고려요소 도출

    초고층 건물의 특성을 이용한 풍력발전시스템과 태양광발전시스템의 적용을  

     위한 고려요소를 도출한다. 그리고 각 시스템의 고려요소에 의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적용 가능성을 도출한다.

(3) 초고층 건물에서의 하이브리드 파워시스템 적용 프로세스 제안

   초고층 건물에서의 하이브리드 파워시스템 적용 프로세스를 제안하기   

    위해 크게 예비분석단계, 적용계획단계, 적용검토단계로 나누어 도출하였다.

(4) 초고층 건물에서의 하이브리드 파워시스템 적용 방안

   적용 프로세스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초고층 건물을 사례연구를  

    통해 하이브리드 파워시스템을 적용 방안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흐름도은 다음 (그림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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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Ÿ 연구의 배경 및 목적

Ÿ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초고층 건물에서의 하이브리드 파워시스템

적용을 위한 이론적 조찰

Ÿ 초고층 건물에서의 하이브리드 파워시스템 적용의 필요성

Ÿ 하이브리드 파워시스템의 선정 및 적용 사례조사

초고층 건물에서의 하이브리드 파워시스템 적용 시

고려요소 및 프로세스 도출

Ÿ 초고층 건물의 형태 및 에너지 소비 특성

Ÿ 초고층 건물에서의 하이브리드 파워시스템 적용을 위한 고려요소

Ÿ 초고층 건물에서의 하이브리드 파워시스템 적용 가능성 분석

Ÿ 초고층 건물에서의 하이브리드 파워시스템 적용 프로세스 도출

초고층 건물에서의 하이브리드 파워시스템 적용 방안

Ÿ 하이브리드 파워시스템 적용 프로세스에 의한 초고층 건물의 사례연구

Ÿ 초고층 건물에서의 하이브리드 파워시스템 적용 방안

Ÿ 초고층 건물에서의 하이브리드 파워시스템 적용 방안 평가

결 론

(그림 1.1) 연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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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초고층 건물에서의 하이브리드 파워시스템

적용을 위한 이론적 고찰

신재생에너지(New and Renewable energy)는 무공해, 무한정의 다양한 

자연에너지의 특성과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화석연료와 원자력을 사용하는 

기존 에너지를 대체하는 재생가능한 에너지이며, 현재 우리나라의 분류 기준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 물, 지열, 강수, 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여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라고 정의

하며, 다음 <표 2.1>과 같이 신에너지 3개 분야와 재생에너지 8개 분야로 

분류하고 있다.

범 주 특 성 에너지원

재생에너지 자연에너지 ⟹ 재생성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 풍력, 수력, 

해양, 폐기물, 지열

신에너지
화석연료·변환 ⟹ 효율 개선 

및 CO₂절감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 및 
중질잔사유가스화, 수소에너지

<표 2.1> 신재생에너지의 분류

신재생에너지는 자연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환경 친화형 청정 

에너지라고 할 수 있으며, 기존 에너지 생산 시스템과 비교했을 때 탄소배출이 

적다. 또한 무한한 자연의 에너지를 에너지원으로 하기 때문에 고갈될 위험성이 

없어 국제적 난제인 지구온난화를 해결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대응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의 생산에너지 형태와 에너지 

생산패턴 및 시스템 적용방법은 신재생에너지 종류에 따라 다양하며, 건물에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은 한정적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초고층 건물의 개념 및 현황을 조사하고 하이브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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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시스템의 개념과 각 시스템의 정의 및 원리, 적용사례를 통해 초고층 

건물에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하이브리드 파워시스템의 적용을 위한 기초조사

를 수행하였다.

2.1 초고층 건물의 이론적 고찰

2.1.1 초고층 건물의 개념 및 현황

(1) 초고층 건물의 정의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초고층 건물의 정의는 층수 또는 높이에 따라 정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관점에 따라 상대적으로 정의되고 있지 않다4). 그러나 

세계 최대의 초고층 전문가 단체인 초고층도시건축연합(CTBUH : Council 

on Tall Building and Urban Habitat)에서 제시하고 있는 초고층 건물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표 2.2>에서와 같이 사회·환경적의 의미와 물리적인 의미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구분 내용

사회·환경적인 

의미

건축물의 높이 혹은 층수에 의하여 정의되기보다는 건축계획, 즉 디자

인과 용도적인 부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고층성을 가진 건축

물이며, 그 고층성으로 인하여 어떠한 지역이나 시대에 존재하는 일

반적인 건축물의 디자인 및 시공 그리고 사용과 유지관리측면에서의 

보편적인 조건과는 다른 특별한 조건을 유발하는 건축물

물리적인 

의미

Ÿ 높이가 50층 이상인 건축물

Ÿ 세장비가 최소 5:1 이상인 건축물

Ÿ 횡력 저항 시스템의 유무의 판단에 의한 건축물

<표 2.2> 초고층 건물의 정의

  현재 우리나라의 초고층 건물에 대한 정의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 15항에 

4) 여영호, 국내외 초고층 건축물의 추세와 현황, 월간 빌딩문화 2001 Vol.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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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 제정한 서울특별시 초고층 

건축물 가이드라인 제1조에서는 “「서울시 건축조례」제6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는 50층 이상 또는 높이(옥탑·장식탑 등 

포함)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이하 “초고층 건축물”이라 함)에 한하여 적용

한다”라고 초고층 건물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2) 초고층 건물의 지속가능성

  초고층 건물은 그 자체로서 지속가능한 친환경적 건축은 아니며,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한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에서 단순한 높이 경쟁에서 

벗어나 초고층 건축의 친환경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초고층도시건축연합(CTBUH)에서는 초고층 건축의 발전과 도시 환경의 

질 향상을 위해 최근 3년 내 완공 및 입주되어 구체적인 기술 진보, 디자인 

지속가능성의 획기적 발전, 빌딩 시스템 또는 혁신적 설비시스템에 의한 지속 

가능성의 결과들이 검증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여 <표 2.3>와 같이 지속 

가능성 평가를 하고 있다5). 

환경 측면
적절한 부지 활용, 건축재료의 혁신적 이용, 에너지 절감, 대체에너지 사용, 

수자원 소비 및 공해배출 감소 등을 통한 자연환경에 대한 영향 최소화

인간 측면 거주자 및 그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

공동체 측면 위치한 지역 사회의 현재와 미래 필요와의 관련성 증명

경제적 측면 입주자, 소유주, 지역사회에 경제적 활력을 더해주는 건물

<표 2.3> CTBUH 지속가능성 평가기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초고층 건축물의 친환경성을 위하여 서울시에서 

“서울특별시 초고층 건축물 가이드라인”을 시행하여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

하였으며 초고층 건축물에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5) 구정은,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해외 초고층 건설사례, 건설경제 통권 55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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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초고층 건물의 현황

  산업혁명 이후 급속하게 이루어진 도시화는 도시의 인구를 증가시켰고 증가된 

인구를 한정된 토지 내에서 어떻게 수용할 수 있을지가 해결해야할 가장 시급한 

사회문제 중 하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 중 하나로 도시의 

한정된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고층 건물의 필요성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새로운 구조재료와 엘리베이터의 발명으로 고층 건물이 등장할 수 있었다.

  지난 20세기동안 도시의 급속한 성장과 건축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현재 

세계 주요 도시에서는 100층 이상 규모의 초고층 건물의 위용을 과시하고 

있다. 또한 최근 세계의 경제가 상향평준화 되어감에 따라 각 국가에서 경제

적인 성장을 드러내는데 초고층 건물을 이용하려는 경향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는 초고층 건물이 랜드마크로서 상징성을 가지며 우수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 기인하며 건물 자체뿐만 아니라 건물에 관련된 자재, 

공학기술 향상 등 그 파급효과 역시 무시할 수 없고 인구 과밀해소의 대응책과 

더불어 공개 공지의 증대, 녹지면적 증가(그림 2.1)에 따른 환경적 영향, 토지 

이용 효율의 극대화, 그리고 초고층 건물이 지어지는 도시의 이미지 제고에도 

그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그림 2.1)  고층화를 통한 녹지공간의 확보

  

  (그림 2.2)는 세계 100대 초고층 건물의 평균 높이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초고층 건물의 높이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2010년에는 

초고층 건물의 평균 높이가 349m로 2000년 286m에 비하여 22% 증가하였다. 

이 증가치는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보였던 1970년 197m에서 1980년 

229m 증가치의 2배에 이르는 높은 수치로 초고층 건물의 높이는 최근 들어 

크게 높아지는 추세이며, 현재 1000m 이상의 극초고층 계획안들이 세계 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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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진행 중이 있으므로 이러한 초고층 건물의 높이의 증가는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2) 세계 100대 초고층 건물의 평균 높이 변화

(4) 국외 초고층 건물의 현황

  20세기 초반 뉴욕과 시카고 등 북미대륙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건립되었던 

초고층 건축물은 21세기 들어서 동남아시아를 위시한 전 세계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그림2.3)에서와 같이 세계 최고층 건물은 2010년에 완공된 

163층, 828m 높이의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 건설된 부르즈 칼리파(Burj 

Khalifa)를 비롯하여 2004년에 대만, 타이페이에 완공된 101층, 508m 높이의 

타이페이101(Taipei 101), 2008년 중국, 상하이에 완공된 101층, 492m 

높이의 상하이 세계금융센터(Shanghai World Financial Center), 1998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완공된 88층, 452m 높이의 페트로나스 타워

(Petronas Towers), 1974년 미국, 시카고에 완공된 108층, 442m 높이의 

윌리스 타워(Willis Tower)가 초고층 건물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는 다른 국가적인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다른 아시아국가에 비해 초고층 

건물이라고 할 만한 것이 거의 없다시피 하지만. 1989년 노만 포스터에 의해 

도쿄에 계획된 170층 규모의 높이 840m의 Millenium Tower를 보다라도 

초고층에 대한 관심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6). 이에 못지않게 유럽과 북미

6) 여영호, “복합용도로서의 초고층 건축물 계획”, 초고층 건축물 디자인과 설계기술 P.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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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초고층에 대한 열기도 여전하다고 할 수 있는데 러시아에서는 모스크

바에 93층, 506m 높이의 페더레이션 타워(Federation Tower)가 완공을 

목전에 두고 있으며, 70층, 380m 높이의 머큐리 시티 타워(Mercury City 

Tower)가 2011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9·11 테러로 

무너진 세계무역센터를 대신하여 105층, 541m 높이의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

(One World Trade Center) 등 초고층 건물에 대한 각 국가는 도시의 경쟁력과 

상징성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림 2.3) 국외 주요 초고층 건물 현황

(5) 국내 초고층 건물의 현황

  초고층도시건축연합(CTBUH)의 자료에 의하면 (그림 2.4)과 같이 현재 

우리나라는 높이 150m 이상의 고층건물 수에서 세계 5위이며, 세계 각국의 

도시별 고층건물의 순위7)에서는 서울 6위, 부산 24위, 인천 29위, 대구 33위, 

성남49위로 고층건물의 건설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7) http://skyscraperpag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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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각 나라별 150m 이상인 고층건물 수

  국내에서의 초고층 건물은 80년대에 여의도 대한생명 63빌딩과 88서울 

올림픽을 대비한 55층, 227m 높이의 삼성동 무역회관이 들어서면서 초고층 

건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국가 경제가 급속히 

성장함에 따라 초고층 건물의 높이 또한 증가하였다. 현재에는 서울 잠실에 

들어설 123층, 555m 높이의 롯데 수퍼타워가 2015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이는 세계에서 최고층인 부르즈 칼리파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건물이 되는 것이다. 또한 인천 송도 국제업무단지의 동북아

트레이드타워(68층, 305m)는 2011년 완공 예정이며 인천타워(100층), 용산 

국제업무지구의 드림타워(100층), 마포구 상암 서울라이트타워(133층) 등이 

현재 계획 중에 있다. 다음(그림2.5)은 국내 주요 초고층 건물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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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국내 주요 초고층 건물 현황

2.1.2 초고층 건물의 특성

(1) 초고층 건물의 형태적 특성

  건물의 고층화 현상으로 인해 건물에 있어서 바람의 영향은 더욱 증대되어 

건물의 수직하중보다 바람에 의한 수평하중의 영향이 건물에 큰 영향을 미치고 

건물은 풍하중에 의해 지속적으로 움직이며 이러한 움직임을 최소화하여 건물을 

안정화 시키는 것이 초고층 건물의 구조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었으며, 기술력의 

향상으로 인한 커튼월과 같은 재료의 발전은 건물을 경량화시킴으로써 앞으로 

초고층 건물의 바람에 대한 고려해야할 사항들이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풍력발

전시스템과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초고층건물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후조건 뿐만 

아니라 초고층 건물의 형태와 같은 물리적 요소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국가 건물 수 국가 건물 수

중국 32 사우디아라비아 2
미국 27 캐나다 2

아랍에미레이트 18 베트남 1
러시아 3 일본 1

말레이시아 3 카타르 1
싱가포르 3 쿠웨이트 1

오스트레일리아 3 태국 1
대만 2 합계 100

<표 2.4> 국가별 세계 100대 초고층 건물 수(2010년 기준 완공된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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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초고층 건물에 하이브리드 파워시스템의 적용하기 위해서는 초고층 건물의 

형태에 대한 많은 고려가 필요하며, 사례분석의 자료로 <표 2.4>와 같이 2010년을 기

준으로 완공되어진 세계 100대 초고층 건물에 대해 형태적 특성에 대해 조사하였다.

  사례조사의 형태 분류는 (그림 2.6)과 같이 초고층 건물의 기준층 평면구성과 

수직적인 형태구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초고층 건물의 기준층 평면구성은 

사각형, 삼각형, 원형, 복합형을 나누었으며, 초고층 건물의 수직적인 형태 구성은 

크게 고층부와 저층부가 동일한 평면형상을 지니고 있는 상하부일체형과 고층부로 

올라갈수록 기준층 평면의 형태구성과 함께 바닥 면적이 감소하는 셋백(Setback)

형과 테이퍼(Tapered)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림 2.6) 초고층 건물의 형태 구성 분류

  초고층 건물의 기준층 평면은 고층부분에서의 횡력에 대한 저항력, 엘리베이터 

조닝과 코어 비, 용도 구성 그리고 형태적 상징성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바람이나 횡력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시스템 및 

평면형상은 매우 중요하다. <표 2.5>와 같이 연도별 기준층 평면에 의한 분석을 

보면 전체적으로 사각형의 평면형태가 가장 많이 사용되어 왔으며, 1981년 

이후로 다각형, 원형, 삼각형의 평면의 순으로 사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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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층 평면에 의한 분석
구분 사각형 삼각형 원형 다각형 계

1970년 이전 5 0 0 0 5
1971~1980년 5 0 0 0 5
1981~1990년 7 1 1 5 14
1991~2000년 10 3 2 9 24
2001~2010년 30 3 6 13 52

계 57 7 9 27 100

<표 2.5> 초고층 건물의 기준층 평면 분석 결과

  <표 2.6>에서와 같이 초고층 건물의 수직적인 형태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기둥형은 전형적인 건물의 구성방식으로 현재까지 초고층 건물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형태로 나타났으며, 셋백형의 경우 1970년 이전부

터 사용되어진 구성방식으로 2000년까지는 초고층 건물의 형태에 주를 이룬 

방식이지만 앞으로 건설되어질 초고층 건물의 계획안을 살펴보면 셋백형의 

형태는 감소하는 있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는 테이퍼형의 사

용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초고층 건물의 풍하중을 저감시키는 

목적과 초고층 건물의 복합 용도가 가지는 계획적, 구조적 특성을 셋백형보다 

더 잘 만족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며, 향후에도 초고층 건물의 수직 형태

에 크게 적용되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수직적인 형태에 의한 분석
구분 기둥형 셋백형 테이퍼형 계

1970년 이전 0 4 1 5
1971~1980년 4 1 0 5
1981~1990년 9 5 0 14
1991~2000년 9 11 4 24
2001~2010년 30 10 12 52

계 52 31 17 100

<표 2.6> 초고층 건물의 수직적인 형태 분석 결과

(2) 초고층 건물의 에너지 소비 특성

  초고층 건물은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외벽마감을 대부분 유리로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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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튼월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름철 건물내부가 태양열로 인하여 온실효과가 

발생하고 자연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건물내부에서 냉·난방을 조절이  

필요하다. 또한 직사광선을 차단하기 위해 블라인드 등을 사용함으로써 인공조명의 

사용이 증가한다. 미국의 에너지정보청(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에서 제공하는 건물에너지 소비통계에 따르면 냉·난방에너지의 소비량은 초고층

건물이 중층 건물보다 높게 나타나는데 이외에도 사용되는 전력에너지까지 고려한

다면, 초고층 건물은 과도한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표 2.7>와 같이 초고층 건물의 에너지 소비에 대한 기존 연구 문헌에서 초고층 

건물이 에너지 소비량과 CO₂배출량이 다른 일반 건물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건물의 높이에 의한 수직 환경에 의해서도 건물부하에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 자 연구 내용

김무원, 이승일 

(2007)8)

Ÿ 초고층 건물이 지니는 속성으로 인하여 건물에너지의 과

도한 소비를 피할 수 없고, 지구온난화와 도시열섬효과로 

인하여 냉방 에너지의 소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임

박민용 (2007)9)

Ÿ 건물에너지의 소비량은 계절과 지리적 요인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건물의 형태와 관련이 깊은데 특히, 

건물 표면적과 바닥면적의 비율(SFR:Surface Floor Ratio)

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SFR은 기준

층의 바닥 면적이 일정할 때 건물의 층수에 따라 증가하므

로 초고층 건물에서 건물에너지가 많다고 할 수 있음.

최원기, 김현중, 

서승직(2007)10)

Ÿ 건물의 체적이 동일할 경우 층수와 바닥면적으로 만들어

지는 다양한 건물형태에 따라 에너지 소비량에 크게 영

향을 미치는데 이는 총 외피면적과 벽체의 면적에 따른 

결과인데 초고층 건물과 단층 단독건물이 냉난방에너지 

소비에 있어서 가장 불리한 것으로 보임.

김양수, 송두삼 

(2010)11)

Ÿ 초고층 건물은 같은 건물에서도 저층부와 고층부 간의 

상이한 기상조건에 의해 수직영역별 건물부하가 다르게 

나타나며, 고층부에서는 풍속의 증가로 인하여 침기량이 

증가하며 겨울철에는 이로 인한 추가적인 난방부하가 발

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에너지 소비의 증대가 예상됨.

<표 2.7> 초고층 건물의 에너지 다소비 문제와 관련된 연구 문헌

8) 김무원 외, 에너지와 생태환경 측면에서 본 초고층 주거 건물 평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논문집,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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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환경대학원 윤순진 교수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의 가구당 월평균 소비전력이 1,000 ~ 1,400kWh로 2008년 전국 가구별 

평균인 243kWh와 비교하여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2).

  그리고 CO₂의 배출에 있어서 저층(5층 이하), 중층(25층 이하), 초고층

(30층 이상) 공동주택의 전기와 가스사용량을 분석한 자료에서는 에너지 사용

으로 인한 연간 가구당 이산화탄소 배출량(그림 3.1)은 저층(2.95ton), 중층

(4.78ton), 고층(8.20ton)으로 분석되었다13).

(그림 2.7) 공동주택 높이별 가구당 연간 CO₂배출량 

  또한 2006년 더 시드니 모닝 헤럴드의 분석에 따르면 (그림 2.8)에서와 

같이 초고층 주택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가구당(10.4ton)과 1인당(5.4ton)

으로 주택단지보다 2배 이상의 배출량을 나타내었다.

9) 박민용, 에너지 다소비 건물의 소비인자 추론,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998.3

10) 최원기 외, 동일 체적의 건물 형상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 패턴에 대한 분석 연구, 한국태양에너

지학회 논문집, 2007.6

11) 김양수 외, 초고층 오피스 건물의 수직 외부환경 변화가 건물부하에 미치는 영향, 대한설비공학

회 논문집, 2010

12) 윤순진, 초고층 탑상형 건축물, 에너지관점에서 다시보기, 에너지 전환회지 통권 제6호, 2007

13) 이지언, “초고층 탑상형 공동주택, 이대로 계속 지어도 좋은가”, 서울환경연합이 주최한 ‘에너

지 자립형 주택, 어떻게 가능한가’ 토론회 발표 자료, 200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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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주택 유형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2007년 에너지경제연구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에너지 사용량의 

24%가 건물 부문에서 소비를 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건물 부문에서 40%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 견주어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건물이 차지하는 

에너지 소비량의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최근 초고층 건물이 대도시에서 건설 중

이거나 계획 중이므로 초고층 건물에 대한 에너지 절약 방안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도 건물 분야의 에너지 소비량이 선진국처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초고층 건물은 일반 건물에 비해 에너지 소비량이 배 이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장한 외형으로 인해 외기와 접하는 면적이 커지게 되며, 

건물의 경량화를 위해 유리가 차지하는 면적 역시 커짐으로 인해 열적으로 

취약한 특성을 지니게 된다. 인원 및 전기, 수도 등의 수직이동으로 인한 기계, 

설비적인 측면에서도 더 많은 에너지 소비가 발생하게 된다. 현재 친환경 녹색

성장이 화두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초고층 건물의 과도한 에너지 소비는 중대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계획초기단계에서부터 

에너지 절감 등 여러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하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에너지 

다소비형 건물인 초고층 건물에 사용되는 전력에너지를 초고층 건물의 특성

을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하는 것이 에너지 절감 방안 중의 하나로서 

충분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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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하이브리드 파워시스템의 이론적 고찰

2.2.1 하이브리드 파워시스템의 개념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에너지 공급 밸런스 향상 및 시스템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두 개 이상의 에너지 변환장치 또는 두 개 이상의 에너지원으로 이루어진 

시스템을 말한다. 시스템의 복합은 각각이 갖는 본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으며,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라는 전제 하에 각 시스템의 

독립적으로 설치하는 것보다 통합함으로써 이익을 추구한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진보와 화석연료의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각광받고 있으며, 

높은 효율성과 신뢰성을 갖으며 온실가스 방출 저감효과와 경제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그림 2.9) 하이브리드형 시스템 

  본 연구에서의 하이브리드 파워시스템의 개념은 전기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의 복합 활용을 의미하며, 건물단위에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대지와 인접 건물 등의 제약조건으로   

인해 매우 제한적이지만, 초고층 건물의 경우에는 일반 건물 등에 비해 에너지 

생산량에 직접적인 영향요소인 풍속 및 일사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의 적용 가능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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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풍력발전시스템의 개요

(1) 풍력발전시스템의 정의 및 원리

(그림 2.10) 

풍력발전시스템의 

기본원리(공기역학적 특성)

풍력발전은 바람의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에너지 변환기술이다. 

공기가 익형 위를 지날 때 양력(lift)과 항력(drag)이 발생되는 공기역학적(Aerodynamic) 

특성을 통해 회전자(Roter)가 회전하게 되는데 이때 발생되는 기계적 회전 

에너지가 발전기를 통해 전기에너지로 변환하게 된다(그림 2.7). 풍력발전은 

이론적으로 바람에너지 중 59.3%만이 전기에너지로 바뀔 수 있는데 이것도 

날개의 형상에 따른 효율, 기계적인 마찰, 발전기의 효율 등을 고려하면 실제적으로 

20~40%만이 전기에너지로 이용이 가능하다14).

(2) 풍력발전시스템의 구성

풍력발전의 구성요소는 (그림 2.8)와 같이 풍력이 가진 에너지를 흡수·변환

14)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 R&D 전략 2030-풍력,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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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운동량변환장치, 동력전달장치, 동력변환장치, 제어장치 등이며 기계장치부는 

바람으로부터 회전력을 생산하는 회전날개(blade), 회전축(shaft)을 포함한 

회전자(rotor), 이를 적정 속도로 변환하는 증속장치(gearbox)와 기동·제동 

및 운요 효율성 향상을 위한 브레이크, 피칭(pitching), 요잉(yawing) 시스템

으로 구성, 전기장치부는 발전기 및 전력안정화 장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어장치부는 풍력발전기가 무인 운전이 가능토록 설정, 운전하는 제어시스템 

및 피칭, 요잉 컨트롤러와 원격지 제어 및 지상에서 시스템 상태 판별을 가능

하게 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구성 되어 있다. 각 구성요소들은 독립적으로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며 상호 연관되어 전체적인 시스템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그림 2.11) 수평축, 수직축 풍력발전시스템의 구성 

가) 블레이드

바람에너지를 회전력으로 변환시키는 장치로 풍력발전의 성능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블레이드의 크기(지름)에 따라 획득할 수 있는 에너지가 결정

된다. 일반적으로 허브에 가까운 부분은 폭이 넓고 끝 쪽이 좁은 구조이다.   

  또한 블레이드 단면의 형상은 바람을 맞는 앞면은 바람에 대하여 경사를 

유지하고, 그 각도는 허브에 가까운 중심부가 크고 끝부분은 작으면서 비틀려 

있다. 블레이드는 바람이 있으면 항상 회전하고 바람이 강하면 고속으로 회전

한다. 따라서 기계적으로 내구성이 있어야 하고 가벼운 재료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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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로터

블레이드가 결합된 장치로 회전면은 바람에너지를 끌어들이는 수집기 역할을 

한다. 로터의 지름이 크면 클수록 바람을 받는 면적(수풍면적)도 크게 된다. 

수풍면적으로부터 특정 풍속의 바람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으며, 이 계산값에 

풍력발전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에너지 변환효율을 곱함으로써 발생하는 

전기에너지의 양을 구할 수 있다

다) 허브

블레이드를 로터축에 장착하는 부분을 허브라고 하며, 블레이드가 고속으로 

회전하면 큰 원심력이 작용하게 되어 회전축에 회전 모멘트가 작용하게 된다. 

허브부는 로터의 회전으로 이와 같은 힘이 가해지는 부분이므로 그 힘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가 요구된다. 또한 강풍 때의 대책으로 블레이드 장착각도

(피치각도)를 가변으로 하는 피치 제어를 하게 되는데, 그 경우에는 허브 내부에 

제어장치를 설치한다.

라) 발전기

블레이드에서 획득한 회전력의 기계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이며, 

생산되는 초기 전기는  전압과 주파수가 변동하는 대개 3상의 불균일한 교류

(AC)이다. 이것은 직류로 정류되어 축전지에 저장되거나 계통 연계형 인버터로 

공급된다. 간단한 구조와 낮은 가격의 유지를 위해 영구자석을 사용한다.

마) 나셀(nacell)

로터 축, 발전기, 요(yaw)장치 등을 포함하는 부분이며, 대형 풍력발전기의 

경우에는 이 부분에 증속기를 비롯하여 발전기, 제어장치 등을 설치한다.   

그리고 소형 풍력발전기에서는 이 부분에 전기출력을 끌어내기 위한 슬립링

과 정류기, 또는 강풍 때의 블레이크 장치 등을 설치한다15).

15) 정해상, “풍력발전기의 기본 용어”, 소형 풍력발전기 설계와 제작,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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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풍력발전시스템의 종류

일반적으로 풍력발전시스템의 종류는 다음과 같은 기준<표 2.8>에 따라 구

분되며, 풍력발전기는 크게 지면에 대한 회전축의 방향에 따라 수평축 및 수

직축으로 (그림 2.9)와 같이 분류된다.

분류기준 형  식

회전축방향
Ÿ 수평축 풍력발전시스템(HAWT, horizontal axis wind turbine)
Ÿ 수직축 풍력발전시스템(VAWT, vertical axis wind turbine)

공력이용방식
Ÿ 양력방식(lift type)
Ÿ 항력방식(drag type)

운전방식
Ÿ 정속 운전(fixed rotor speed turbine)
Ÿ 가변속 운전(variable rotor speed turbine)

출력제어방식
Ÿ 실속 제어방식(stall regulated type)
Ÿ 피치 제어방식(pitch regulated type)

전력사용방식
Ÿ 계통 연계방식(grid connected type)
Ÿ 독립 및 복합운전방식(off-grid 또는 stand-alone type)

계통연계방식
Ÿ 전용량 컨버터(full scale frequency converter)
Ÿ 부분용량 컨버터(partial scale frequency converter)

증속기 사용여부
Ÿ 간접 구동식(geared type)
Ÿ 직접 구동식(gearless type)

발전기 종류
Ÿ 동기 발전기(synchronous generator)
Ÿ 유도 발전기(induction generator)

수풍 방향
Ÿ 맞바람 형식(upwind type)
Ÿ 뒷바람 형식(downwind type)

설치 위치
Ÿ 육상 풍력발전시스템(onshare type)
Ÿ 해상 풍력발전시스셈(offshare type)

<표 2.8> 풍력발전시스템의 종류

(그림 2.12) 회전축 방향에 따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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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평축 풍력발전시스템

  수평축 풍력 발전기는 회전축이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에 수평인 풍력 발전 

시스템으로서 현재 가장 안정적인 고효율 풍력 발전 시스템으로 인정되고 있다. 

수평축 풍력 발전기로는 바람을 맞이하는 방식에 따라 맞바람 형식과 뒷바람 

형식으로 나눌 수 있다. 맞바람 형식은 바람이 블레이드를 먼저 만나게 되어있는 

형태로서 타워에 의한 풍속의 손실이 없고, 풍속 변동에 의한 피로 하중 및 소음이 

뒷바람 형식보다 적지만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을 때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로터 회전면과 바람방향이 수직이 되도록 하는 요잉 시스템이 필요하게 되어  

시스템 구성이 복잡해지게 되고 로터와 타워의 충돌을 고려하여 설계를 해

야 하는 단점이 있다. 뒷바람 형식은 바람이 타워와 나셀을 먼저 만나고 그 다음 

블레이드를 만나게 되는 형태로서 자체 요잉 모멘트 발생으로 요잉 시스템이 불필

요하게 되며 타워와 로터의 충돌을 피할 수 있지만, 타워와 나셀에 의한 풍속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며 주기적인 풍속의 변동으로 인한 피로하중 및 소음이 증

가하게 되며 자유요잉으로 인해 전력선이 꼬일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나) 수직형 풍력발전시스템

  회전축이 지면에 수직한 수직형 풍력 터빈은 회전축이 바람의 방향에 대해 

수직이며, 현재 실용화된 대형 시스템은 없는 실정이다. 바람의 방향에 관계

없이 운전이 가능하며(요잉 시스템 불필요) 증속기 및 발전기가 지상에 설치

되어 있어서 유지, 보수 및 점검이 용이하다. 하지만 지표면으로부터 고도가 

증가함에 따라 속도가 증가하는 경계층 효과로 인해 시스템이 불균일한 풍속

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시스템이 불안정해질 수 있고 시스템의 종합 

효율이 낮아지게 되며, 풍속이 낮을 때 시동토크가 필요하게 되어 자가동이 

불가능하다. 또한 타워를 지지 하기 위해 가이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넓은 

전용면적이 필요하게 된다. 주 베어링의 분해 시에는 시스템 전체를 분해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연구용과 일부 소형 풍력 발전용

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현재 상용화된 대부분의 풍력 발전기는 수평축 풍력 

발전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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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대표적인 수직축 풍력발전시스템 

2.2.3 풍력발전시스템의 적용사례

  초고층 건물에 풍력발전시스템을 적용한 사례는 바레인 세계무역센터가 유일

하다. 그러나 초고층 건물의 수요 증가에 따른 에너지 절약측면에서 초고층 

건물에 풍력발전시스템을 적용한 계획안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적용

방안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1) 바레인 세계무역센터(Bahrain World Trade Center)

  

  2008년 바레인 마나마에 건설된 세계무역센터는 세계 최초로 건물 사이에 

수평축 풍력발전기를 설치한 초고층 건물의 효시라고 할 수 있다(그림 2.14 ). 

(그림 2.14) 바레인 세계무역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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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 240m의 대칭을 이루는 직각 삼각형 두 동의 건물 사이 상, 중, 하층에 

세 개의 다리가 두 동을 연결하며, 그 각각의 다리 중간에 지름 29m인 

225kW급 수평축 풍력발전기를 설치한 구조이다. 따라서 총 설비용량은 

675kW이며 이로부터 연간 1.3G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연간 세계무역센터 건물의 전력사용량 13%에 해당되며, 따라서 풍력발전은 

단지 전시용이 아니란 점을 강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바레인 세계무역센터에 

대한 전산유체역학 해석결과 중 대칭형상의 건물 사이 공간을 벤츄리(Venturi)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설계하여 풍력발전 효율을 증가시키는 인공적인 풍속강화 

원리가 적용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형상은 주풍향이 아닌 풍향이 바람이 부는 

경우에는 풍력발전 효율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아예 작동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바레인 해안지역은 탁월한 해륙풍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건물 구조에 의한 풍력

발전이 가능한 것이다. 

(그림 2.15)바레인 

세계무역센터 CFD 해석결과

(그림 2.15)은 건믈 중단부 다리가 설치된 지상 100m높이에서의 단면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북풍이 부는 경우의 해석결과이다. 건물 배치 형상에 따라 

유로가 좁아져서 풍속이 가속되는 벤츄리효과가 잘 나타나고 있으며, 풍력 

발전기 설치위치에 이르러서는 원방 접근풍속보다 10%정도 가속이 되는 것

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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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스커버리 타워(Discovery Tower)

  2008년에 착공하여 2010년 준공예정인 미국 텍사스 휴스턴에 위치한   

디스커버리 타워는 건물 옥상에 수직축 풍력발전기를 다수 설치하여 전력생

산을 하는 총 31층, 147m 높이의 건물이다(그림 2.16). 건물 높이는 높지 않

지만 풍황조건이 우수한 텍사스에서는 풍력발전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며, 휴스

턴의 상징적인 건물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림 2.16) 디스커버리 타워

  (그림 2.17a)는 고층 빌딩을 향해서 불어오는 바람이 건물을 지나가며 어떻게 

변화하는 가를 보여주는 CFD 해석결과이다. 일반적인 고층 건물은 대부분 사각기

둥이며 직각의 날카로운 모서리를 가지기 때문에 대부분 이와 유사한 풍환경 특성

을 갖는다. 

  (그림 2.17b)는 (그림 2.17a)와 유사한 형상인 디스커버리 타워의 CFD 

해석결과이다. 즉, 바람이 건물에 부딪치며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유동현상을 

유선(streamline)으로 표현하였으며 그 형태는 (그림 2.17a)에 제시된 형태와 

잘 일치하고 있다. 디스커버리 타어에 대한 풍동실험 결과에 의하면 건물 정면

으로 불어오는 바람에 대해서는 풍력발전기 설치구간을 통과하는 바람의 풍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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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높았으며, 건물의 양 방향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미약한 풍속이 측정되었다. 

  (a) 일반적 사례       (b)디스커버리 타워

(그림 2.17) 사각기둥형 건물 주위의 

유동장 특성

  이는 유체역학적 직관으로도 쉽게 예측되는 바이며, (그림 2.18)의 CFD 해

석결과에도 이러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바레인 세계무역센터와 마찬

가지로 휴스턴 디스커러비 타워 역시 탁월한 주풍향이 존재하는 풍환경에 적

합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18) 디스커버리 타워 

CFD 해석결과



- 28 -

2.2.4 태양광발전시스템의 개요

(1) 태양광발전시스템의 정의 및 원리

태양광발전은 청청하고 재생가능하며 무한한 태양에너지를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기술이며, 에너지 변환 과정에서 기계적, 화학적 작용이 없으므로 

시스템의 구조가 단순하여 유지 보수가 거의 요구되지 않고 수명이 20~30년 

정도로 길며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이다. 또한 발전 규모를 주택용에서부터 

대규모 발전용까지 다양하게 할 수 있다16).태양광발전시스템은 빛의 광기전

력효과(photovoltaic effect)를 발전원리로 한다. 광기전력효과란 복사 에너

지가 직접 전기 에너지로 변환되는 현상으로 빛을 받아 기전력이 발생하는 

현상이다. 태양광발전시스템의 기본 구성요소인 태양전지는 p(positive)형과 

n(negative)형 반도체의 접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p-n junction, p-n접합), 

반도체의 앞 뒤 표면에 금속전극을 붙여 제작된다. 빛이 반도체에 흡수되면 전

자와 정공 쌍이 생성되고 전자와 정공은 p-n접합부에 존재하는 전기장의 영향으

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므로, 연결된 외부 회로에 전기가 발생하게 된다. 

(그림 2.19)은 태양광발전의 기본 원리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2.19) 태양광발전의 기본 원리

16)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신재생에너지 백서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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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태양광발전시스템의 구성

  태양광발전시스템의 구성요소는 태양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시켜주는 

태양전지, 생산된 전기를 수요에 맞도록 직류에서 교류로 변환하고 이를 전력계에 

연결시켜주는 부분인 전력변환제어장치, 생산된 전기를 일시적, 장시간 저장

하는 축전장치로 구성된다.

가) 태양전지

  태양전지는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이루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서 필요에 따라 

직·병렬로 연결되어 장기간 자연환경 및 외부충격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만들

어 사용하게 되는데, 그 최소 단위를 태양광 모듈(photovotaic module)이라 한

다. 그리고 실제 사용부하에 맞추어 모듈을 어레이(photovotaic array)형태로 구

성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시스템 용량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그림 2.17).

(그림 2.20) 태양광발전시스템의 단위 

또한 태양전지의 효율은 시스템전체의 효율에 크게 영향을 끼치며, 이러한 태양 

전지의 효율은 태양전지의 원료 및 형식에 따라 달라진다. 태양전지의 분류는  

결정질 실리콘, 실리콘 박막, 화합물 반도체, 유기 태양전지 등으로 분류되며,  

결정질 실리콘류의 단결정(Single Crystalline Si)형, 다결정 (Poly-Crystalline Si)형, 

박막형(Poly-Crystalline Si Thin Film)의 형태가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표 2.5>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태양전지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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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효율 장점 단점

다결정
실리콘

13~16%

Ÿ 변환효율은 단결정 실리콘에 미치
지 못하지만 다른 종류의 태양전지
보다는 높음

Ÿ 수명은 20년 이상

Ÿ 박막 실리콘 태양전지와 비교하면 
고온에서는 변환효율이 낮아짐

Ÿ 단결정 실리콘 다음으로 가격이 높음

단결정
실리콘

15~20%
Ÿ 변환효율이 가장 높음
Ÿ 신뢰성이 높음

Ÿ 가격이 가장 높음

박막형
실리콘

7~11%

Ÿ 넓은 면적의 태양전지가 대량생산이 가능
Ÿ 설치장소에 제약이 적음
Ÿ 가공하기 쉬워 투명형도 이용이 가능
Ÿ 결정질 실리콘보다 고온에 강함

Ÿ 가장 많이 보급된 다결정 실리콘보다 
변환효율이 5% 정도 낮음

화합물계
태양전지

연구실험모델
41.4%

Ÿ 실리콘 공급의 문제를 받지 않음
Ÿ 박막화가 가능
Ÿ 다결정 실리콘보다 가격이 낮음

Ÿ 가장 많이 보급된 다결정 실리콘보다 
변환효율이 5% 정도 낮음

Ÿ 희소원소인 인듐(indium)을 사용

색소 증감 
태양전지

연구실험모델
12%

Ÿ 다양한 색상으로 실내 장식 등에
도 이용 가능

Ÿ 축전 유형도 개발 중

Ÿ 액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내구성이 약함
Ÿ 현 단계에서는 변환효율이 낮으며, 

시판용은 개발 중

유기박막
태양전지

상용화모델
10% 목표

Ÿ 인쇄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저가로 
대량생산이 가능

Ÿ 변환효율이 낮고 시판용은 개발 
중

<표 2.9> 태양전지의 특징

나) 전력변환제어장치

  전력변환제어장치는 크게 인버터 부분과 전력제어장치 부분으로 구성된다. 

인버터는 태양전지에서 생성되는 직류전기를 교류전지로 변환하여 전력계통에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전력제어장치 부분은 태양광 모듈에서 최대 출력을 

얻고 직류, 교류 측의 전기적인 감시·보호 기능을 수행한다. 전력변환제어장치는 

태양전지 본체를 제외한 주변장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다) 축전장치(Storage Battery)

축전장치는 시스템에서 생산된 전력을 일시적․장기적으로 저장하여 일사량이 적을 

때나 심야 등의 시간대에 발생하는 전력 부하량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다. 

또한 축전지는 재해 시의 백업 전력의 공급(방재시스템의 전력으로 사용)이나 그 외 

발전 전력 급변 시의 완충 및 피크 전력의 억제 등에 활용할 수 있다.

(3) 태양광발전시스템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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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통 연계형 시스템(grid-connected system)

  태양광발전시스템에서 생산된 전력을 지역 전력망에 공급할 수 있도록 구성

되며 주택용이나 상업용 태양광 발전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다. 초과 생산된 

전력을 계통에 보내거나 전력 생산이 불충분할 경우 계통으로부터 전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전력저장 장치가 필요하지 않아 시스템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다.

(그림 2.21) 계통연계형 시스템의 계통구조 

나) 독립형 시스템(off-grid 또는 stand-alone system)

  전력계통과 분리된 발전방식으로 축전지에 태양광 전력을 저장하여 사용하는 

방식이다. 생산된 직류 전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직류용 가전제품과 

연결하거나 인버터를 통해 교류로 바꾸어준다. 오지, 도서지역의 주택 전력 

공급용이나 통신용 등으로 사용된다.

(그림 2.22) 독립형 시스템의 계통구조 

2.2.5 태양광발전시스템의 적용사례

  현재까지 태양광발전시스템은 많은 건물군에서 활용되어지고 있지만, 초고층 

건물에 태양광발전시스템이 적용되어진 사례는 아직까지 없으며, 초고층 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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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안들에서 태양광발전시스템의 도입이 적극 검토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

<표 2.10>은 태양광발전시스템이 적용되어진 사례를 조사하였다17).

적용사례 특징
스페인

건물명 Studio Lamela Architects

건물용도 사무용 건물

PV유형 다결정 실리콘 전지

전력생산량 31.5kWp

준공연도 2007.11

건물명 Torregarena

건물용도 사무용 건물

PV유형 다결정 실리톤 전지

전력생산량 80kWp

준공연도 2005.12

건물명 Monte Malaga Hotel

건물용도 상업용 건물

PV유형 단결정 실리콘 전지

전력생산량 54kWp

준공연도 2005.08

독일

건물명 Siloturm Schapfenműhle Ulm

건물용도 ,사무용 건물

PV유형 CIS 박막 전지

전력생산량 97kWp

준공연도 2004.12

건물명 Bauerfeind AG

건물용도 사무용 건물

PV유형 다결정 실리콘 전지

전력생산량 34kWp

준공연도 2004.09

영국

건물명 CIS Solar Tower Manchester

건물용도 사무용 건물

PV유형 다결정 실리톤 전지

전력생산량 391kWp

준공연도 2006.01

<표 2.10> 태양광발전시스템 적용사례

17) http://www.pvdatabas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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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조사를 통한 태양광발전시스템의 적용은 현재까지 건물의 규모와 용도

에 따른 차이가 없었으며, 전력 생산량의 측면에서도 건물에서 소비되는 에

너지량에 비해 미비하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이는 시험적인 운용 및 상징적

인 요소로서 적용되었다고 판단된다.

2.3 소결

  본 장에서는 초고층 건축물에 하이브리드 파워시스템의 적용을 위한 이론 

고찰로서, 초고층 건물의 개념과 현황, 풍력발전시스템과 태양광발전시스템의 

개요 및 적용사례를 분석하였다, 현재 초고층 건물은 국·내외 대도시를 중심 

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1000m가 넘는 극초고층 건물이 계획 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초고층 건물의 높이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초고층 건물은 에너지 다소비형 건물로서 화석연료의 고갈과 

온실가스 저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 저감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들의 근본적인 대책으로 무공해·청정에너지인 

신·재생에너지의 적용이라고 할 수 있다. 

  초고층 건물은 신·재생에너지의 에너지원인 풍력과 태양에너지의 활용에 

대해 잠재성을 가지고 있어, 풍력발전시스템과 태양광발전시스템을 통한   

하이브리드 파워시스템을 적용하고자 하였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독립적인 

시스템의 운영보다는 시스템의 통합을 통해 효율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본 연구에서는 각 시스템에 대한 원리를 고찰하고 현재까지 초고층 건물에 

적용되어진 사례를 통해 적용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초고층 건물에 

하이브리드 파워시스템 적용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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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초고층 건물에서의 하이브리드 파워시스템

적용을 위한 고려요소 및 프로세스 도출

3.1 하이브리드 파워시스템 적용을 위한 고려요소

  초고층 건물에 하이브리드 파워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적용 

시스템에 따른 고려요소를 파악해야 한다. 풍력발전시스템과 태양광발전시스템의 

경우 기후조건과 주변 환경에 따라 발전량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적용

지역의 기후조사를 통한 예비분석을 실시하고 건물의 형태에 따른 적용방안에 

대해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초고층 건물의 하이브리드 파워시스템의 적용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적용지

역에 대한  분석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실제 풍력발전시스템과 태양광발전시

스템 설치 시 발전효율이나 경제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선정된 

적용지에 대한 정확한 풍력자원 분석와 일사량 등 기초적인 자료를 가지고 하이

브리드 파워시스템의 신뢰성을 평가한다. 기후분석에 필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3.1.1 풍력발전시스템의 적용을 위한 고려사항

(1) 풍속 분포

  

  가장 일반적인 분석 자료로써, 평균 풍속을 이용하여 풍력발전시스템의 잠재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평균 풍속은 풍력발전시스템을 적용성을 분석하는데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실측을 통한 정확한 풍속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나 

초고층 건물의 경우와 같은 높은 고도의 풍속은 실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상청의 실측자료를 토대로 일반적으로 가장 오차가 적고 비교적 보정이 용이한 

Deacon식18)이 주로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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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3.1)

                         ,   : 보정된 고도의 풍속과 고도

                     ,  : 실측된 풍속계의 풍속과 고도(10m)

                     = +ln[ ]

                     = ln  


 + ln 


                     = ln 


                     = ×  : 기하학적 평균높이(m)

  는 주변지형의 지면 거칠기 정도(Roughness Length, m)19)를 나타내는 

요소로써, 적용지역의 주변 지형을 고려하여 <표 3.1>에서와 같이 각 지형 

조건에 따른 의 값을 활용하여 보정하게 된다. 이와 같은 보정식을 통해 

초고층 건물의 높이에 따른 이론적인 풍속분포를 추정할 수 있다.

Roughness 
Class

Roughness
 Length (m)

Energy 
Index(%)

Landscape Type

0.0 0.0002 100 Water Space

0.5 0.0024 73
Completely open terrain with a smooth surface, e.g. 
concrete runways in airports, mowed grass, etc

1.0 0.030 52
Open agricultural area without fences and hedgerows and 
very scattered buildings. Only softly rounded hills

1.5 0.055 45
Agricultural land with some houses and 8 metre tall 
sheltering hedgerows with a distance of approx. 1250 metres

2.0 0.1 39
Agricultural land with some houses and 8 metre tall 
sheltering hedgerows with a distance of approx. 500 metres

2.5 0.2 31
Agricultural land with many houses, shrubs and plants, or 8 metre 
tall sheltering hedgerows with a distance of approx. 250 metres 

3.0 0.4 24
Villages, small towns, agricultural land with many or tall 
sheltering hedgerows, forests and very rough and uneven 
terrain

3.5 0.8 18 Larger cities with tall buildings
4.0 1.6 13 Very large cities with tall buildings and skycrapers

<표 3.1> 지면 거칠기 정도

18) 기상청, “풍력자원지도 개발 연구보고서”, 2007

19) Risoe National Laboratory, European Wind Atlas, Chapter 1,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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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일반적으로 지면 거칠기 정도를 지역에 따라 City terrain(≥0.7), 

Suburban terrain(=0.25~0.3), Open field(=0.01~0.03)으로 크게 분류하여 

사용되어지며 (그림 3.1)은 지면 거칠기에 따른 높이별 풍속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3.1) 지면 거칠기에 따른 풍속 분포

  이처럼 도심지와 개방된 지역의 높이별 풍속변화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서울, 인천, 부산지역의 평균 풍속값은 측정지점 10m기준의 1990~2009년간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하고 지면 거칠기 정도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국가 

바람지도에서 제공하는 자료20)에 의해 설정하였다. 다음<표 3.2>, <표 3.3>은 

기상청에서 실측한 50m와 80m의 풍속과 보정식을 통한 높이별 풍속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높이(m)
서울 인천 부산

보정된 풍속 실측 풍속 보정된 풍속 실측 풍속 보정된 풍속 실측 풍속
10 2.25(기준풍속) 2.72(기준풍속) 3.61(기준풍속)
50 3.75 3.60 4.24 4.00 5.04 4.40
80 4.25 4.20 4.67 4.60 5.41 5.00

<표 3.2> 기상청에서 실측한 50m와 80m의 풍속과 보정된 풍속비교

20) http://www.kier-wind.org,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풍력발전연구센터, 국가바람지도



- 37 -

높이(m) 서울 인천 부산
100 4.45 4.86 5.59
200 5.06 5.45 6.10
300 5.41 5.78 6.37
400 5.65 6.00 6.56
500 5.83 6.18 6.70
600 5.98 6.31 6.81
700 6.10 6.43 6.90
800 6.21 6.53 6.98
900 6.30 6.61 7.05

1,000 6.39 6.69 7.11

<표 3. > 보정식을 통한 주요 도시의 높이별 풍속 분포

   주요 도시의 높이별 풍속을 보정한 결과 초고층 건물의 기준이 되는 

200m 높이에서 5m/s 이상의 풍속이 나타났다, 독일풍력발전연합(German 

WindEnergy Assocoation)에서는 풍력발전단지의 건설기준을 연평균 풍속 

5.5m/s로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풍력발전에 의한 경제성 창출이 가능한 풍속 

또한 5m/s로 알려져 있어 풍속측면에서 초고층 건물에 풍력발전시스템의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 풍력 밀도(Wind power density)

  풍력밀도는 그 위치에서 실제 풍력발전기에 의해 전환되어지는 에너지의 

양을 정량화 하기위해 사용되어진다. 단위는 로 나타내며 보통 지면고도 

50m에서 산출된 풍력밀도를 기준으로 한다. 공기밀도에 비례하며 보통 풍속의 

세제곱만큼 증가하는데 그 변환식은 다음(식 3.2)과 같다.

                            = 



                     (식 3.2)

               여기서, 

                        = 공기의 밀도   

                        = 풍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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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m) 0 100 200 300 400 600 800 1000
대기압력 () 101.3 100.1 98.9 97.7 96.6 94.3 92.1 89.9
공기온도 (℃) 14.95 14.35 13.65 13.05 12.35 11.05 9.75 8.45

공기밀도 () 1.22 1.21 1.20 1.19 1.17 1.15 1.13 1.11

<표 3. > 높이에 따른 공기밀도 변화

(3) 풍향 출현빈도

  평균풍속이 강하고 주풍향의 빈도가 높은 지역은 풍력발전시스템을 적용하기에 

적합하지만. 평균풍속이 강하지만 주풍향이 명확하지 않아 바람의 방향이 수시로 

변하는 지역은 풍력발전시스템을 적용하기에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처럼 풍력

발전시스템을 건물에 배치함에 있어 설치 위치를 정하기 위해서는 풍향 출현율

을  고려하여야 한다. 월별, 연간 16방위 풍향별의 출현율을 산정하고, 각 관측   

지점에서의 주 풍향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이 자료에 근거하여 주변 지형 조건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풍력발전시스템의 배치를 결정한다. 다음(그림 3.2)는 

주요 도시의 풍향 출현빈도21)를 나타낸 풍배도(wind rose)이다. 

(그림 3.2) 주요 도시의 풍배도

21) 윤재옥, 한국 29개 주요 도시의 풍향, 풍속 및 바람특성 비교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

계 제19권 제11호,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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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도시의 풍배도를 분석해 보면, 서울의 경우 겨울에는 서북서풍과 서풍이 

주로 불고, 북동풍과 동북동풍이 다음으로 불어오며 다른 방향에서는 바람이 

거의 불지 않고 있다. 여름에도 북동풍과 동북동풍이 주풍향이며 서풍이 조금 

불고 다른 방향에서는 거의 불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여름철

보다는 겨울철의 경우 뚜렷한 주풍향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의 

경우에는 겨울철은 북서풍의 바람이 주풍향을 이루며, 여름철에는 뚜렷한 주풍향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의 경우는 겨울철 북서풍과 서풍이 주풍향으로 

나타났으며, 여름철에는 북동풍과 남남서풍에서 주풍향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건물이 세워지는 대지 위의 바람은 그 도시의 바람에 

크게 좌우되며, 국지적인 현상으로 주변의 지형적 특성에 의하여 미시기후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풍력발전시스템을 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4) 최대 순간풍속

  돌풍에 의한 풍력발전기의 손상과 효율 향상을 위해서 적용 지점의 최대순간

풍속을 분석하여 풍력발전시스템 선정에 적용하여야 한다. 평균적인 강풍은 

풍력발전에 있어 매우 좋은 결과를 나타내지만, 풍속의 차이가 심한 경우, 즉 

돌풍이 많은 장소는 풍력발전에 효율을 저하시킨다.

(5) 건물에 의한 기류흐름

  초고층 건물에 풍력발전시스템을 적용할 때에는 건물에 작용하는 기류흐름을 

파악하고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바람이 건물이 작용할 경우 건물 주위의 

바람은 (그림 3.3)과 같이 매우 복잡한 흐름을 갖는다. 특히 도심지에서는 건물의 

형상, 배치 또는 주변상황에 의해 매우 복잡하게 되는데, 이러한 바람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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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건물 주변의 바람

가) 박리류 

  바람이 건물에 도달하면 벽면을 따라서 흘러가는데 이러한 흐름이 건물의   

모서리에 도달하면 더 이상 벽면을 따라 흐를 수 없게 되므로 (그림 3.4)와 같이 

건물의 모서리에서 박리(Seperation)현상이 일어난다, 이 박리류는 주위의 바람보다 

더욱 빠른 풍속을 나타내며 건물 배후의 낮은 압력장을 형성하는 난류역에는 흐트

러진 바람이 발생되며 난류역에 위치하는 건물에는 매우 불규칙한 풍력이 작용한다.

(그림 3.4) 박리류
 

나) 하강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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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러가게 된다. 좌·우로 나뉜 바람은 건물 배후의 후류역으로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그림 3.5)와 같이 건물의 측면을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향하는 빠른 흐름이 발생한다. 

이것을 하강풍이라 한다. 하강풍의 현상은 건물이 고층일수록 현저히 나타나며, 그만큼 

상공의 빠른 바람을 지상으로 끌어내리게 된다. 또한 고층 건물의 하부에는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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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강풍과 앞에서 언급한 박리류가 합쳐져 매우 빠른 바람이 형성된다

(그림 3.5) 하강풍

다) 역류

  하강풍이 좌·우로 나뉜 바람이지만 역류는 상·하로 나뉘어 아래쪽으로 

흐르는 바람은 벽면을 따라 하강하여 지면에 도달하면 일부분은 작은 소용돌이

(wake)를 치면서 좌·우로 흘러가고, 또 다른 일부분은 (그림 3.6)과 같이 지면

을 따라서 상공의 바람과는 반대의 방향을 향한다. 이 흐름을 역류라고 한다, 

특히 고층건물의 전면에 건물이 위치한 경우 상당히 빠른 흐름을 나타낸다.

(그림 3.6) 역류

라) 와류 및 난류

  건물의 배후는 풍속이 약하며 소용돌이가 발생되는데, 이러한 영향을 와류

라고 하며 (그림 3.7)와 같이 매우 불규칙한 바람이 형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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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와류

마) 극간풍

  고층건물이 두 개동 이상일 경우와 건물에 개구부가 존재할 때 발생하는 

바람으로 (그림 3.8)과 같이 벤츄리효과에 의해 빠른 바람이 건물 사이오 개구부에

서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바람을 극간풍이라 하며, 이것은 건물로부터의 박리

류, 하강풍 등이 합쳐지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그림 3.8) 극간풍

바) 가로풍

  건물 군이나 도심지에서의 (그림 3.9)과 같이 발생하는 바람으로 바람길로 

알려져 있다. 건물이 가로를 따라 규칙적으로 배치되어 있을수록, 가로의 폭이 

넓을수록 바람은 가로를 따라 불기 쉽다. 따라서 고층건물에서의 박리류, 하강풍 

등도 가로를 따라 부는 형상이 일어날 수 있으며, 이러한 성질을 갖는 바람을 

가로풍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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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가로풍

(6) 풍력발전기의 특성

  바람에 의한 공기 동력은 공기밀도(Air Density), 로터 회전면적(Swept 

area of Blades) 및 공기의 유입속도(Velocity of the Wind)로 결정이 되

고 계산식은 (식 3.1)22)과 같다.

                                                     (식 3.)

          여기서,

                  : 바람에 의한 공기동력(Power in the Wind)

                   : 공기밀도 ()

                    : 로터 회전면적 ()

                   : 풍속 ()

  공기밀도는 온도와 고도에 따라 변화를 한다. 더운 공기는 찬 공기보다 밀

도가 낮기 때문에 동일한 풍속에서라면 한겨울보다 한여름의 더위 속에서 

<표 3.5>와 같이 풍력 발전기의 동력 생산량이 더 적다. 그러나 풍력 동력에 

있어서 온도나 고도의 변화에 따른 효과는, 특히 소형 풍력터빈에 있어서는 

풍속의 변화에 의한 것보다 적다고 할 수 있다. 

22) A G Duttom, J A Halliday, M J Blanch, The Feasibility of Building/Integrated Wind 

Turbines : Achieving their potential for carbon emission reduction,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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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준 내용
외기온도

(℃)
20 -8 0 8 16 24 32 40

공기밀도

()
1.20 1.33 1.29 1.26 1.22 1.19 1.16 1.13

풍력에너지 

생산 변화율
0.00 10.53 7.32 4.27 1.38 -1.35 -3.93 -6.39

<표 3.5> 외기온도에 따른 에너지 생산 변화율

바람에 의한 공기 동력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이 풍속인데 풍속은 식

에서와 같이 세제곱에 따라 변화를 한다. 가령 풍속이 두 배가 되면 가용한 

동력은 여덟 배가 되듯이 풍속의 작은 증가조차도 바람의 동력을 실질적으로 

증폭시킨다. 따라서 풍력발전시스템을 설치할 때 바람이 최적인 곳에 설치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림 3.10) 수평축의 
로터회전면적 개념

바람에 의한 공기 동력은 바람을 차단하는 면적, 즉 풍력발전기의 로터 회

전면적(Swept Area)에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이 면적을 두 배로 하면 가용

한 동력이 두 배로 증가하는데 (그림 3.10)에서와 같이 수평축에 대해 회전

하는 로터를 가진 전통적인 풍력발전기로 가정했을 경우 로터는 원의 면적을 

갖는 원판형 공간을 쓸면서 회전하며, 로터 회전면적은 π에다 로터의 반경의 

제곱 또는 대략적으로 한 개의 블레이드의 길이의 제곱을 곱한 것과 같다. 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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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드 길이 또는 로터 직경이 상대적으로 조금만 증가해도 이에 따른 바람이 

휩쓸고 지나는 면적이 크게 증가하여 결국 동력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

공기동력 는 풍력 터빈 로터에 의해 기계적인 동력으로 변환되며 그 변

환 효율을 출력 계수 라고 한다. 수평축 풍력발전시스템의 이상적인 회전

의 경우 출력 계수 는 이론적으로 0.593이다. 그러나 실제의 경우 출력 

계수는 공기의 점성과 회전자 끝의 와동 및 이차 유동 등에 의해서 운전 상

태에 따라 매우 달라진다. 상기 출력 계수 를 이용하면 풍력 터빈이 바람

으로부터 얻는 동력  [W]는 (식 3.5)23)를 이용해 계산할 수 있다. 

                            
                 (식 3.5)

전술한 내용으로부터 출력 계수 는 풍력 터빈의 성능을 대표하는 무차원 

수라고 할 수 있다.  

가) 풍력발전기의 출력계수 (Power Coefficient)

  이론적으로 풍력발전시스템의 이용 가능한 출력은 (식 3.4)과 같지만 이 

모든 출력을 추출해 낼 수는 없고 공기의 흐름이 풍력발전기를 지날 때 운동

에너지의 일부분만 로터에 전달된다. 로터에 의하여 생산되는 실제 출력은 

바람에서 로터로의 에너지 전달효율로 결정된다. 따라서 풍력발전시스템의 

회전 날개 면적으로 유입되는 풍력에너지에 대한 기계적 에너지 변환 비율을 

나타내는 것을 출력계수(Power Coefficient)라 한다. Betz의 증명에 의하면 

풍력발전시스템의 최대 출력계수는 0.59259이다. 이를 Betz의 59% 상한이

라 한다. 즉, 어떤 형태의 풍력발전시스템이든지 풍력발전시스템 날개 회전면

적으로 유입되는 공기 유동 에너지의 59% 이하 범위 내에서만 공기역학적 

출력에너지의 획득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풍력발전시스템 형식에 따

23) 박준용 외, “소형 수직형 풍력터빈의 개발 및 성능시험”, 한국풍력에너지 춘계학술대회 발표자  

 료, 20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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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출력계수 추이는 (그림 3.11)24)와 같다. 

(그림 3.11) 풍력발전시스템 형식에 따른 
출력계수 

(그림 3.21)에서 횡축의 변수는 풍력발전시스템의 블레이드 선단속도

(TSR: Tip-speed ratio)로서 블레이드가 회전할 때 블레이드 끝이 움직이

는 속도이다. 이상적인 프로펠러 형식의 풍차의 경우 출력계수는 TSR이 증

가함에 따라 Betz의 59% 상한에 Log 함수적으로 접근한다. 그러나 실제 풍

차의 경우, 출력계수는 날개 형식에 따라 최적 TSR이 존재하는 종(Bell) 모

양의 곡선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서, 2개 날개로 된 프로펠러식의 경우는 

TSR이 5~6에서 출력계수가 0.46정도이고 Darrieus식의 경우는 TSR이 4

에서 출력계수가 0.42 정도이다. 이와 같은 결과에 따라 풍력발전시스템을 

선정함에 있어 출력계수가 하나의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지만 단순히 

물리적인 출력 계수만을 고려하기보다는 풍력 발전기의 블레이드 회전 면적

을 구성하는 물리적 장치 비용과 활용 목적에서 요구하는 사항의 경제적 충

족도 또한 고려하여야 한다. 

나) 출력 곡선 (Power Curve)

성능 곡선이라고도 하며 풍력발전시스템의 출력 대비 풍속을 나타내는 곡

24) http://www.windturbine-analysis.netfirms.com/index-intro.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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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이다. 풍력발전시스템이 개발되고 성능을 나타내는 있어 가장 중요한 지표

로 풍력발전시스템의 풍속에 따른 출력을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출력 곡선은 

풍속계를 풍력발전시스템에서 가까운 기상탑에 설치하고 풍속과 그 때 발생

하는 출력을 측정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실제에 있어서는 풍속이 변동하고 

있어 매끈한 그래프가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림 3.22)25)와 같이 곡선 근

처에 수많은 점들로 이루어진다. 이 데이터들을 평균하여 그래프로 그린 것

이 출력 곡선이다. 이렇게 풍속의 변동을 고려하여 인증을 받은 풍력발전시

스템이라도 출력 곡선에 약 10% 내외의 오차를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림 3.12) 풍력발전시스템 출력 곡선 예시  

출력 곡선은 풍력발전시스템의 제조사와 사양에 따라 다양한 출력 곡선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풍력발전시스템 선정에 있어 출력 곡선을 확인은 필수

적인 요소이며 적용 지역의 풍력 자원에 대한 분석을 통해 풍력발전시스템의 

시동 풍속(Cut-in Wind Speed), 정격 풍속(Rated Wind Speed), 정지 풍

속 (Cut-Out Wind Speed)에 따른 출력을 확인하여 가장 효율적인 풍력발

전시스템을 선정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은 12~15m/s에

서 최대전력을 생산하는 정격 풍속이 결정되며 정지풍속에 도달할 때까지 최

대전력을 생산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14~18m/s에서 정지풍속이 결정되는데 

높은 풍속에서의 과회전을 방지하여 풍력발전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25) http://www.wind-works.org/SmallTurbines/WhisperH40ASUPowerCurv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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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은 정지 풍속에 도달하면 나셀과 로터를 접는

다. 정지풍속 이후 풍력발전시스템의 성능이 0으로 떨어지는 것은 아니며 정

격출력의 30~70% 정도로 유지된다. 

3.1.2 태양광발전시스템의 적용을 위한 고려사항

 

(1) 일사량 및 일조시간

  태양광발전시스템의 에너지 생산에 있어 (그림 3.13)과 같이 가장 중요한 요소

인 일사량은 대상지의 위치(위도)와 지형에 의해 결정되며 적용 가능성을 평가

하기 위한 기준이 된다.

  

(그림 3.13) 일사량에 의한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전력생산 

  다음(그림 3.14), (그림 3.15)는 기상청의 1990년부터 2009년까지의 20년

간의 실측자료를 통해 주요 도시의 월평균 수평면 전일사량과 일조시간을 나

타낸 것이다. 일사량은 계절에 따라 달라지며, 특히 도심지와 같은 지역은 공

기오염수준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게 된다. 또한 일조시간은 태양광이 지표면

에 비친 시간을 의미하며, 일조시간은 구름의 양과 날씨의 한 지표가 되며, 일

사량을 구하는 데 이용되며, 일사량에 따라 태양광발전의 출력전력도 증가한

다는 연구결과26)가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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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주요 도시의 월별 수평면 일사량 

(그림 3.15) 주요 도시의 월별 일조시간

  주요 도시의 일사량과 일조시간을 분석하면, <표 3.6>에서와 같이 인천과 

부산 지역이 연평균 일사량과 일조시간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 지역에서 

1월부터 5월까지 일사량이 증가하며, 6월부터 12월까지 차츰 일사량이 감소

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리고 7월의 경우는 장마철로 인해 일조시간이 짧아 

일사량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4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에 500 의 높은 

일사량이 나타나므로 태양광발전으로 통해 높은 에너지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26) 이경섭, 태양광발전 시스템의 일사량에 따른 전력 패턴 분석, 대한전기학회 논문집 제58권 제4호,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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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서울 인천 부산

연평균 수평면 일사량 () 4195.53 4752.22 4787.57

연평균 일조시간 () 1994.7 2286.1 2279.3

<표 3.6> 주요 도시의 연평균 수평면 일사량과 일조시간

(2) 방위각 및 경사각

  태양에너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태양전지 어레이의 방위각, 

경사각이 중요하다. 방위각은 일반적으로 태양전지의 발전전력량이 최대가 

되는 남향, 경사각은 태양전지의 발전전력량이 최대로 되는 연간 최적 경사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건물에 설치할 경우에는 건물의 방향 및 입지조건에 

따라 1년간의 적산일사량이 가장 많은 설치각도로 설치하는 것이 태양광발전

성능에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그림 3.16)은 방위 및 경사에 따른 태양

광발전성능의 개념도이다.

(그림 3.16) 방위 및 경사에 따른 태양광발전성능 개념도

(3) 음영

  태양광발전시스템의 설치위치를 정하기 위한 음영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태양

전지에 음영이 질 경우 도달되는 일사량이 감소되는 영향보다 부분 음영에 의해 전체 

태양광발전시스템의 발전량 감소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음영은 크게 인접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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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인근의 식재 등 장애물에 의한 음영, 건물 자체에 있는 구성요소, 태양전지의 

구조체 상호간에 의해 생성되는 음영으로 구분된다. 초고층 건물의 경우 고층화에 따른 

인접건물의 영향 요인은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지만, 여러 개의 고층 동으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다른 건물에 의한 음영요인을 고려하여 태양광발전시스템의 설치위치를 

결정해야 한다. 다음(그림 3.17)는 음영 발생 요인들을 나타낸 것이다.

주변건물 건물형태 식생 마감재 두께

지붕돌출부 지붕 첨탑
움직이는 
구성요소

매달려 있는 
구성요소

(그림 3.17) 음영 발생 요인

(4) 태양전지의 온도

  태양전지는 태양복사에너지를 의해 전기를 생산하지만, 전기로 변환되지 못한 

태양복사에너지는 열로 변환되어 태양전지의 온도를 상승시킨다. 독립형 태양광

발전시스템에서는 후면 배기가 자유롭기 때문에 온도에 따른 발전효율 문제가 

크게 고려되지 않으나, 건물 일체형 태양광발전시스템(BIPV)의 경우 설계방법

에 따라 큰 온도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온도에 따른 발전성능의 문제는  

중요한 고려요소이다. 건물외피에 부착된 태양전지의 온도는 높은 일사조건에서 

주변온도보다 20~40℃ 이상 상승한다. 일반적으로 태양전지의 온도가 1℃씩 상승

할 때 마다 발전량은 0.4~0.5%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층 건물의 경우 

고층으로 올라갈수록 외기온도가 낮아짐과 동시에 높은 풍속으로 인해 태양전지에 

냉각효과가 크게 발생하여 태양광발전성능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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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초고층 건물에서의 하이브리드 파워시스템 적용 방안 분석

3.2.1 풍력발전시스템의 적용 방안 분석

(1) 초고층 건물의 풍력발전시스템 적용 방안

  초고층 건물의 풍력발전시스템 적용 방안은 적용 지역에 대한 기후적인 특성, 

주변 건물과 지형의 영향 여부, 건물과의 조화, 구조적인 안정성, 건물의 규모 

및 배치 등 매우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결정된다. 문헌조사 및 사례분석을 

통하여 현재까지 풍력발전시스템을 적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로 

도출할 수 있다.

     ① 건물 지붕이나 측면에 설치하여 일체화 시키는 방법

     ② 건물 내부의 상·하부의 기압 차이를 이용하여 적용하는 방법

     ③ 벤츄리 효과를 이용하여 적용하는 방법

  건물지붕이나 측면에 설비하는 방법은 초고층 건물에 설계 초기단계에서부터 

풍력발전시스템이 고려되지 않았거나 일반적인 건물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

으로 초고층 건물의 높이와 건물의 형태에 따라 발생하는 강한 바람을 이용

하여 풍력발전시스템을 적용하는 방법이다.

  건물 내부의 상·하부에의 기압 차이를 이용하는 방법은 건물의 높이 차에 

의해 내부에 발생되는 연돌효과에 의해 풍력발전시스템을 적용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건물 외부에 풍력발전시스템을 설치하지 않고 건물 내부에 설치하는 

방안으로 안정적인 풍속 확보를 위한 제어가 필수적이라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벤츄리 효과를 이용하여 풍력발전시스템을 적용하는 방법은 바레인 

세계무역센터에도 적용되어진 방법으로 바람이 통과하는 공간을 좁게 만들어 

바람을 가속시킴으로써 풍력발전시스템의 발전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 53 -

(그림 3.18) 초고층 건물의 풍력발전시스템 적용 방안

  일반적으로 초고층 건물은 도심지에 건설이 되고 인접 건물 등의 영향을 

최소화하며, 풍력발전성능을 최대화하기 위해 건물의 고층부분을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위와 같은 초고층 건물에 풍력발전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본 연구에서는 건물의 지붕과 측면에 설치하는 방안과 벤츄리효

과를 적용하는 방안의 유형을 (그림 3.18)과 같이 도출하였다. 

  Type A와 Type B는 건물의 지붕면에 풍력발전시스템을 적용하는 유형으로 

Type A는 가장 일반적인 초고층 건물의 형태이며, 풍력발전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 건물의 형태에 변화가 필요 없어 이미 건설되어진 건물에도 적용할 수 

있는 유형이다. Type B는 건물 최상층의 입면이 유선형인 형태이며, 지붕면

으로 들어오는 바람을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유도함으로써 풍속이 증가될 수 

있는 유형이다.  Type C, Type D, Type E는 건물의 최상부 부분을 변형

하여 벤츄리 효과를 적용한 유형이다. 이러한 방법은 건물 증강형 풍력발전

(Building Augmented Wind Power, BAWP)이라는 용어로 사용되어지며, 

이 같은 유형은 해안 및 산악지대에 비해 낮은 풍력자원이 문제점으로 제기

되었던 도심지 건물에서 풍력발전시스템의 한계 및 제한요인들은 해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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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도심지 건물(군)에서 발생하는 일부 국부적인 부위에서의 풍속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고유특성인 풍력에너지 집중효과(Wind Energy Concentration)를 

활용하여 최적의 풍력발전시스템 위치에 설치하여 풍력발전성능을 증대시켜 

고효율화를 유도하는 공기역학적 대안27)이며, 초고층 건물의 설계 초기단계

에서부터 풍력발전시스템의 적용을 고려하여야만 가능한 유형이다. 그러나 

이 유형들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적용지역의 뚜렷한 주풍향이 나타날 때에  

효율적이다. Type F와 Type G는 건물의 측면에 풍력발전시스템을 설치

하는 유형으로 Type F는 일반적인 건물의 직각인 모서리를 유선형으로 하여 

벽면 가까운 부분에서도 높은 풍속을 유도하는 방법이며, Type G는 2개의 

건물 사이에 공간이 벤츄리 효과로 인해 풍속이 증가되는 유형이며, 이 유형 

또한 적용지역의 뚜렷한 주풍향이 나타날 때에 가능한 적용 방안이다. 다음<표 

3.7>은 유형에 따른 풍력발전시스템 적용 위치를 선정한 것이다.

풍력발전시스템 적용 위치 유형

건물 지붕면 적용 Type A, Type B

건물 측면 적용 Type F

벤츄리 효과 적용
건물 지붕면 Type C, Type D, Type E
건물 측면 Type G

<표 3.7> 유형에 따른 풍력발전시스템 적용 위치 선정

(2) 초고층 건물의 풍력발전시스템 적용 방안 검토

  본 연구에서는 초고층 건물의 풍력발전시스템 적용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전산유

체역학(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프로그램인 STAR-CCM+ 4.02를 활용하여 

표준   난류모델에 근거하여 진행하였다. 시뮬레이션을 위한 해석모델은 앞 목

에서 언급한 Type A ~ TypeG의 총 7가지 유형을 대상으로 설정하였으며, 건물 

높이는 100층 이상, 500m를 넘는 규모의 건물이 국내·외 초고층 건물의 계획안들의 

적용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또한 도심 지역에서 500m 이상의 높이에서 풍속

이 일정해지는 결과를 확인하여 해석모델의 건물높이를 500m로 설정하였다.

27) 김한영, 건축물 통합형 풍력발전(상암 DMC를 중심으로), 대우건설기술 통권 제31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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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 시뮬레이션 해석 모델

  시뮬레이션 상의 풍속 입력조건은 서울지역의 30년간의 평년값자료인 표준 

기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높이에 따른 풍속을 50m를 기준으로 보정하여 적용

하였다. 시뮬레이션 입력값은 다음<표 3.8>과 같다.

Boundary

name

Height 

(m)

Wind Speed 

(m/s)

Boundary

name

Height 

(m)

Wind Speed 

(m/s)
Inlet 1 0~50 3.82 Inlet 11 500~550 5.91
Inlet 2 50~100 4.45 Inlet 12 550~600 5.98
Inlet 3 100~150 4.81 Inlet 13 600~650 6.04
Inlet 4 150~200 5.06 Inlet 14 650~700 6.10
Inlet 5 200~250 5.25 Inlet 15 700~750 6.16
Inlet 6 250~300 5.41 Inlet 16 750~800 6.21
Inlet 7 300~350 5.54 Inlet 17 800~850 6.26
Inlet 8 350~400 5.65 Inlet 18 850~900 6.30
Inlet 9 400~450 5.75 Inlet 19 900~950 6.35
Inlet 10 450~500 5.83 Inlet 20 950~1000 6.39

<표 3.8> 시뮬레이션 입력 풍속값

  초고층 건물의 풍력발전시스템 적용 방안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다음 

아래와 같다.

가) Type A를 적용한 초고층 건물의 분석 결과

  Type A는 가장 일반적인 초고층 건물의 형태로 기류형상은 (그림 3.20)

과 같다. 건물의 정면에서는 바람이 건물에 부딪쳐 벽면으로 바람이 흘러가

면서 건물 양측면에 난류층이 일정한 간격으로 발생하며, 난류층 위로 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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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가 흐르는 모습과 하강류가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의 측면에서는 

건물의 앞쪽에 높은 압력이 작용하고 건물의 뒤쪽은 낮은 압력대를 형성하여 

와류 및 난류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ype A와 같은 건물에서 건

물 측면에 풍력발전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은 에너지 생산효율이 현저히 낮아

질 것으로 사료되며, 건물의 지붕부분에 풍력발전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은 지

붕 높이 부분의 설정풍속인 5.83m/s보다 지붕부분에서 작용하는 풍속은 

6.35m/s로 8.9%의 풍속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9>의 분석결과

와 같이 건물 지붕의 상부 5~7m 부분에서 설정 풍속보다 10% 증속된 강한 

풍속이 출현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풍력발전시스템은 지붕의 상부 5~7m높이

에 설치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구분 지붕부분 지붕+1m 지붕+3m 지붕+5m 지붕+7m 지붕+9m
풍속(m/s) 6.35 6.36 6.37 6.44 6.42 6.37
증감률(%) 8.9 9.1 9.3 10.5 10.1 9.3

<표 3.9> Type A형태의 풍속 분포 및 설정 풍속 대비 증감률

정면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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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부분 지붕+5m

(그림 3.20) Type A형의 풍속 분석결과

나) Type B를 적용한 초고층 건물의 분석 결과

  Type B는 건물의 지붕부분에 풍력발전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 건뭎 최상층

의 입면의 모서리 부분을 둥글게 유선형으로 만든 형태이다. (그림 3.21)와 

같이 정면과 측면에 바람의 유동현상은 Type A와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

으며, 지붕 모서리가 유선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바람이 건물 뒤쪽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난류영역이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ype B의 지

붕에서 기류흐름은 Type A와는 다르게 지붕에서 상부로 올라갈수록 풍속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붕부분에서 8.74m/s로 설정 풍속 대비 49.9%의 

풍속이 증가하며, 건물 지붕의 상부 9m에서는 Type A와 비슷한 풍속을 나타

내는 것으로 확인되어 상부로 갈수록 건물 형태의 영향에 의한 풍속의 증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므로 Type B와 같은 형태의 건물에서는 지붕 

상부 9m이내에 풍력발전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구분 지붕부분 지붕+1m 지붕+3m 지붕+5m 지붕+7m 지붕+9m
풍속(m/s) 8.74 7.67 6.78 6.56 6.48 6.40
증감률(%) 49.9 31.6 16.3 12.5 11.1 9.8

<표 3.10> Type B형태의 풍속 분포 및 설정 풍속 대비 증감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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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 측면

지붕부분 지붕부분+5m

(그림 3.21) Type B형의 풍속 분석결과

다) Type C를 적용한 초고층 건물의 분석 결과

  Type C와 같은 건물 형태는 건물 최상부를 바람이 건물을 통과할 때, 풍

속을 증속시킬 수 있는 형태로 벤츄리효과가 적용된 모델이다. (그림 3.22)

와 같이 건물의 지붕부분에 있는 구조물의 형태는 건물 내부 측의 면을 유선

형으로 하여 바람을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하였다. <표 3.11>와 같이 바

람이 구조물을 통과 시 최대 7.50m/s의 풍속이 나타났으며, 평균 풍속은 

7.00m/s로 설정 풍속 대비 20.1%의 풍속이 증속되는 결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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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최상부 구조물에서 최고풍속 최상부 구조물에서 평균풍속
풍속(m/s) 7.50 7.00
증감률(%) 28.6 20.1

<표 3.11> Type C형태의 풍속 분포 및 설정 풍속 대비 증감률

정면 측면

지붕부분 지붕부분 상세

(그림 3.22) Type C형의 풍속 분석결과

라) Type D를 적용한 초고층 건물의 분석 결과

  Type D와 Type E는 건물에 작용하는 풍속을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건물의 최상부 부분에 개구부를 만들어 풍력발전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건물 형태이며. (그림 3.23)과 같이 Type D의 개구부의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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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50⨯50m로 설정하였다. 바람이 건물의 개구부를 통과하면서 개구부 상부  

부분에서 <표 3.12>와 같이 9.83m/s의 높은 풍속이 나타나며, 개구부 부분의 

평균 풍속이 또한 8.90m/s로 설정 풍속 대비 52.7%가 증속되는 결과를 보였다,

구분 개구부 부분의 최고풍속 개구부 부분의 평균풍속
풍속(m/s) 9.83 8.90
증감률(%) 68.6 52.7

<표 3.12> Type D형태의 풍속 분포 및 설정 풍속 대비 증감률

정면 측면

지붕부분 개구부 부분 상세

(그림 3.23) Type D형의 풍속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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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Type E를 적용한 초고층 건물의 분석 결과

  Type E의 건물은 (그림 3.24)와 같이 지름 50m의 원형모양의 개구부를 

건물의 최상부에 적용한 형태이다. 원형모양의 개구부는 주변의 바람을 끌어

들이는 작용을 하여, Type D보다 더 높은 풍속이 개구부의 상부에서 나타났

다. 개구부의 최고풍속은 10.3m/s이며, 평균풍속은 9.71m/s로 개구부내에서

는 크게 풍속의 변하가 발생하지 않아 풍력발전시스템을 적용하기에 적절한 

형태로 판단된다. 그러나 Type D와 E는 건물에 작용하는 뚜렷한 주풍향이 

존재할 때 적용이 가능하며, 풍력발전시스템의 설치에 대한 많은 기초조사를 

통해 건물의 초기설계단계에서부터 적용되어져야 한다.

구분 개구부 부분의 최고풍속 개구부 부분의 평균풍속
풍속(m/s) 10.30 9.71
증감율(%) 76.7 66.5

<표 3.13> Type E형태의 풍속 분포 및 설정 풍속 대비 증감율

정면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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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부분 개구부 부분 상세

(그림 3.24) Type E형의 풍속 분석결과

바) Type F를 적용한 초고층 건물의 분석 결과

  Type F와 Type G는 건물의 측면에 풍력발전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 고

려되어지는 건물형태이다. (그림 3.25)와 같이 Type F는 건물의 입면모서리

를 유선형으로 만들어 벽면에 흐르는 바람을 자연스럽게 유도하여 앞에서 언

급되어진 건물들에서 발생되는 난류층을 감소시킴으로써 건물의 측면에 풍력

발전시스템을 적용하고자 한다. 건물 측면에 작용하는 풍속을 건물 높이에 

따라 분석하면 <표 3.14>와 같다. 건물 최상부의 측면에서는 7.73m/s의 풍

속이 넓은 면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건물 하부로 내려갈수록 설정 풍속에 

비해 건물에 측면에 작용하는 풍속이 더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

은 건물의 모서리에 부딪친 바람이 난류층을 형성하지 않고 건물의 벽면을 

흘러 풍속이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건물의 측면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구조적인 안정성과 소음 유발 등에 대해 문제에 대한 해결

책이 필수적이며, 적절한 크기의 풍력발전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구분 높이 500m 높이 400m 높이 300m 높이 200m
풍속(m/s) 7.73 8.82 8.63 8.31
증감률(%) 32.6 56.1 65.6 64.4

<표 3.14> Type F형태의 풍속 분포 및 설정 풍속 대비 증감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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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 측면

높이 500m 평면 높이 400m 평면

높이 300m 평면 높이 200m 평면

(그림 3.25) Type F형의 풍속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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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Type G를 적용한 초고층 건물의 분석 결과

  Type G는 2개의 건물 사이에 공간이 벤츄리 효과로 인해 풍속이 증가되

는 유형으로, 사례로는 바레인 세계무역센터가 있다. (그림 3.26)에서 같이 

건물 사이에서 풍속이 강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건물의 400m 높이

에서 9.01m/s의 가장 강한 풍속이 나타나고, 설정 풍속 대비 59.5%가 증가

하였다. 그러나 단일건물과는 다르게 건물 뒤쪽의 난류형성대가 멀리까지 분

포되어있어 인접 건물에 대한 영향을 고려되어져야 한다. Type G와 같은 2

개의 건물 사이에 풍력발전시스템을 설치를 고려할 때, 건물에 작용하는 주

풍향을 분석하여 초기 설계단계에서 적용되어야 하며, 구조적인 안전성과 진

동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구분 높이 500m 높이 400m 높이 300m 높이 200m
풍속(m/s) 7.55 9.01 8.65 8.32
증감률(%) 29.5 59.5% 65.8 64.4

<표 3.15> Type G형태의 풍속 분포 및 설정 풍속 대비 증감률

정면 측면



- 65 -

높이 500m 평면 높이 400m 평면

높이 300m 평면 높이 200m 평면

(그림 3.26) Type G형의 풍속 분석결과

3.2.2 태양광발전시스템의 적용 방안 분석

(1) 초고층 건물의 태양광발전시스템 적용 방안

  건물에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적용하는 기본적인 기능은 전력의 생산을 극대화

하면서 건축 외장재로서의 역할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 초고층 건물의 경우 

앞 절에서 언급한 태양광발전시스템의 고려요소들에 대해 크게 구애를 받지 

않는 장점이 있다. 초고층 건물의 높이로 인하여 인접건물 등에 의한 음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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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건물의 특성인 건물 입면의 단순화에 의해 건물 자체 음영에 대해서

는 영향을 받지 않아 태양광발전시스템의 제한적인 설치조건의 문제가 해결

되며, 대부분의 초고층 건물은 외피시스템을 커튼월 방식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넓은 면적에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초고층 건물의 

경우 실내에 많은 양의 직사광선 유입으로 인한 열 획득으로 냉방부하가 증가

하여 건물의 에너지소비가 증가하게 되므로 차양의 목적으로도 태양광발전 

시스템이 초고층 건물에 적용되어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 BIPV)이 초고층 건물에 적용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은 건물일체형 태

양광발전시스템의 적용유형을 도출하였다.

(그림 3.27) 초고층 건물의 태양광발전시스템 적용 유형

  

(2) 초고층 건물의 태양광발전시스템 적용 방안 검토

  태양광발전시스템을 통한 발전량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사량에 의

해 결정되는 것이며, 지금까지의 태양광발전시스템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국

내의 기하학적 조건에서는 경사각 30도 내외의 정남향을 향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건에서 벗어날수록 즉, 방위각이 동쪽이나 

서쪽으로 향하게 될수록 태양광발전시스템의 연간 발전량은 감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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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BIPV는 이러한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가 많지 않고, 특히 초고층 건

물의 경우 건물 입면에 BIPV의 적용 잠재량이 많기 때문에, 수직면에 설치

되어지는 BIPV에 대한 방안의 검토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초고층 건물의 입

면에 적용되어지는 BIPV에 대한 수직면 일사량을 다음(그림 3.28)과 같이 

Autodesk Ecotect Analysis 2010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림 3.28) 초고층 건물의 수직면 일사량 

시뮬레이션

  기후데이터는 서울의 기후자료를 사용하였으며, 분석기간은 연간 일출시간

과 일몰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06시부터 20까

지를 기준으로 단위면적당 수평면과 수직면의 일사량을 분석하였다, 분석결

과는 다음(그림 3.29)과 같다.

(그림 3.29) 단위면적 당 월별 수평면과 수직면 일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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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면적 당 월별 수평면과 수직면의 일사량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나타냈

으며, 수평면과 수직면의 연간 일사량 월별 분포는 서로 전혀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다, 수평면의 일사량은 1월부터 5월까지 일사량이 증가하며, 6월부

터 12월까지 차츰 일사량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러나 수직면의 일

사량은 수평면의 일사량이 제일 많은 시기인 5월부터 6월에 가장 낮은 일사

량을 보였으며, 11월부터 2월까지는 수평면 일사량보다 많은 것으로 분석되

었다, 이러한 이유는 태양고도가 낮아지는 시기부터 수직면의 일사량이 증가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건물의 입면에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적용할 때

에는 설치위치에 대한 일사량을 분석이 고려되어야 한다.

3.3 초고층 건물에서의 하이브리드 파워시스템 적용 프로세스

  본 절에서는 초고층 건물에서의 하이브리드 파워시스템 적용하기 위한 프

로세스를 도출하였으며, 크게 예비분석단계, 적용계획단계, 적용검토단계로 

나눌 수 있다. 적용 프로세스는 (그림 3. )과 같다.

 예비분석단계에서는 초고층 건물의 대상 건물이 선정되고, 하이브리드 파워

시스템에 의한 에너지 생산 목표를 수립한 후, 대상지의 기후분석을 통해 풍

력발전시스템과 태양광발전시스템의 고려요소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초고층 건물의 특성에 의한 고려요소를 도출하여 주요도시의 자

료를 분석하였다.

  적용계획단계에서는 예비분석단계를 통한 결과를 통해 대상 건물의 하이브

리드 파워시스템 적용가능성을 평가한 결과를 통해 각 시스템의 설치위치 및 

방법들의 대안을 제시하여, 대안별 에너지 생산량을 도출한다. 

  적용검토단계에서는 적용계획단계에서 도출되어진 대안에 따른 성능 및 안

전성 등의 설정 목표와의 부합여부를 판단하여 적용 방안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최적의 적용방안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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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0) 초고층 건물의 하이브리드 파워시스템 

적용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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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소결

  본 장에서는 초고층 건물에 하이브리드 파워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한 고려요소를 

초고층 건물의 측면에서는 형태적 특성과 에너지 소비 특성으로 나누어 도출하고, 

풍력발전시스템과 태양광발전시스템은 기후조건에 의해 고려되어지는 요소들에 대한 

분석과 적용방안을 도출하여 적용 프로세스를 제안하였다.

  풍력발전시스템과 태양광발전시스템은 시스템은 기후조건에 뿐만 아니라 초고층 

건물의 형태와 같은 물리적인 요소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초고층 건물의 

기준층 평면과 수직적인 형태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초고층 건물의 기준층은 

사각형의 평면, 수직적인 형태는 기둥형이 가장 많이 적용되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고층 건물에 대한 풍하중 저감과 복합 용도의 건물이 가지는 계획적, 구조적 

특성에 의해 다각형의 평면과 테이퍼형의 건물 형태에 대한 적용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초고층 건물의 에너지 소비 특성부분에서는 초고층 건물은 에너지 사용과 CO₂

배출량이 다른 일반 건물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건물의 높이와 

경량화에 의해 열적으로 취약한 특성을 가지며, 수직 환경에 의해서도 건물 부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풍력발전시스템의 적용을 위한 고려요소는 발전량에 가장 많은 영향이 미치는 높이에 

따른 풍속 분포와 풍력밀도, 풍력발전시스템의 적용 위치 판별을 위한 풍향 출현 

빈도, 시스템의 손상과 효율 향상을 위한 최대 순간풍속 등이 해당되며, 우리나라의 

주요 도시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도심지의 초고층 건물에 작용하는 풍속은 

200m 높이에서 5m/s 이상의 풍속이 나타났으며, 실제 풍력발전에 의한 경제성 

창출이 가능한 풍속 또한 5m/s로 알려져 있어 풍속측면에서 초고층 건물에 풍력

발전시스템의 적용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진다. 

  태양광발전시스템의 적용을 위한 고려요소는 발전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일사량과 일조시간, 방위각과 경사각, 설치위치를 선정하기 위한 음영, 설치

유형에 따른 태양전지의 온도가 해당되며, 주요 도시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태양광발전시스템의 적용을 위한 잠재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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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이 고려되어진 요소들에 의해 풍력발전시스템과 태양광발전시스템의 적용

방안을 도출하였다. 풍력발전시스템의 경우 건물 지붕이나 측면에 설치하여 일체화

시키는 방법, 건물 내부의 상·하부 기압 차이를 이용하여 적용하는 방법, 벤츄리 

효과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크게 구분하여, 적용 유형을 도출하고 CFD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시뮬레이션 분석결과는 다음의 <표 3.1>과 같다.

풍력발전시스템 적용 위치 유형  풍속 증감율

건물 지붕면 적용
Type A  6.44 10.5
Type B  8.74 49.9

건물 측면 적용 Type F  8.82 56.1

벤츄리 효과 

적용

건물 지붕면
Type C  7.50 28.6
Type D  9.83 68.6
Type E 10.30 76.7

건물 측면 Type G  9.01 59.5

<표 3.16> 유형별 시뮬레이션 결과

  유형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 건물의 지붕면에 풍력발전시스템을 설치할 경우 주풍향이 

뚜렷한 경우에는 벤츄리효과를 이용하는 방안이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경우에는 건물의 초기 설계단계에서부터 적용되어져야 하는 한계가 있다. 건물 측면의 

경우에는 건물을 모서리 부분을 유선형으로 만들거나 두 개의 동일한 높이의 건물이 

있을 경우 건물 사이에 적용하는 방안이 풍속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에 적용하기 위한 태양광발전시스템의 기능은 전력의 생산을 극대화함과 동시에 

건축외장재로서의 역할도 수행하여야 한다. 초고층 건물의 경우 높이에 의한 입면의 

활용가능성과 인접건물과 건물 자체에 의한 음영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커튼월에 

적용 가능한 건물 일체형 태양광발전시스템(BIPV)의 적용 유형을 도출하여 건물의 

수직면에 대한 일사활용가능성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수평면과 

수직면에 대한 일사량은 다른 특성이 나타났으며, 초고층 건물의 입면에 설치 시 

설치 위치에 대한 일사량 분석이 고려되어져야 한다.

  따라서 초고층 건물에 하이브리드 파워시스템 적용 시 위와 같은 고려요소들을 

통해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적용방안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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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초고층 건물에서의 하이브리드 파워시스템

적용 방안

4.1 대상 건물 선정 및 대상지 분석

4.1.1 대상 건물 선정

  하이브리드 파워시스템을 적용 안으로 선정되어진 지역은 부산광역시 중구 광복

동에 위치한 백화점 1개동, 엔터테이먼트 1개동과 타워 1동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이 중에서 타워동은 107층, 510m 규모로 설계되어진 초고층 건물을 중심으로 적

용 방안을 분석하였다, 선정된 건물의 조감도와 배치도는 (그림 4.1)과 같다.

  

(그림 4.1) 대상 건물의 조감도 및 배치도 

  타워동의 건물은 내부 구성은 지상 1~8층까지 호텔 및 부대시설, 9층~62

층까지는 오피스, 67~103층은 최고급 호텔과 104층은 전망대로 구성되어져 

있다. 건물 형태는 타원 기둥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첨탑포함을 포함하여 

전체 높이 510m의 초고층 건물이다. 대상 건물의 개요는 <표 4.1>와 같다.



- 73 -

구 분 내 용
대상 건물 위치 부산광역시 중구 광복동

대지면적  40.185   ( 12,156 평)

건축면적  23,401   (  7,079 평)

연면적 563,923   (170,586 평)
건폐율  58.23 %
용적율 946.94 %

건물 층수 지하 6층, 지상 107층
최고 높이 510 

<표 4.1> 대상 건물의 개요

4.1.2 대상지 분석

  건물이 위치해있는 주변 현황은 (그림 4.2)와 같이 남쪽으로 바닷가에 근

접해 부산대교와 영도대교의 북단 사이에 건물이 위치하고 있으며, 북쪽으로

는 부산역과 부산국제여객터미널, 서쪽에는 남포역과, 자갈치 시장이 존재하

여 인구의 유동이 많은 지역이다. 주변 현황의 분석결과 남쪽에 위치한 바닷가

로 인하여 다른 도심지에 비해 풍력발전시스템을 적용하는데 유리하며, 또한 건

물의 남쪽과 동쪽에는 건물의 음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장애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이브리드 파워시스템의 적용 잠재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그림 4.2) 대상 건물 

주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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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하이브리드 파워시스템 적용 시 예비조사 분석 및 적용방안

4.2.1 하이브리드 파워시스템 적용을 위한 예비 분석

  하이브리드 파워시스템의 특성 상 기후조건에 대한 영향이 성능과 직결되

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며, 대상 건물의 적용 가능

성에 대한 분석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어진다. 다음은 대상건물의 적용지인 부

산지역의 기후를 조사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1) 대상 지역의 풍력발전시스템 적용을 위한 기후 분석

  대상 지역인 부산의 영도 풍속은 기상청에서 수집한 2005년부터 2009년

까지의 5년간의 자료를 통해 다음<표 4.2>과 같이 조사하였다. 

구분 10m풍속 50m풍속 80m풍속
50m 높이의 계절풍속 80m 높이의 계절풍속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부산전체 3.2 4.4 5.0 4.7 4.3 4.2 4.4 5.3 4.9 4.8 5.0
영도 3.6 4.7 5.3 5.1 5.1 4.7 3.8 5.7 5.7 5.3 4.4

<표 4.2> 대상 지역의 평균 풍속

  영도지역의 높이 10m에서의 평균풍속은 3.6m/s로 나타났으며, 부산지역 

전체의 평균풍속보다 평균적으로 12% 정도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영도지역은 바닷가에 인접해 있어 해륙풍의 작용으로 인해 더 높은 풍속이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80m 높이의 계절 풍속을 기준으로, 봄과 

여름철이 다른 계절에 비해 높은 풍속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

<표 4.3>은 영도지역의 풍력발전시스템 적용가능한 풍속 비율과 주풍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최대 순간풍속은 대상지역의 과거자료<표 4.4>에 의하면 

대부분 7월과 9월에 최대 순간풍속을 나타났으며, 그 이유는 태풍으로 인한 

최대 순간풍속이 기록되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값을 고려하여 건물에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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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발전시스템 설치 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구분
높이 80m 

연평균 풍속 (m/s)
풍속 5m/s 

이상 비율 (%)
주풍향

전체시간대비
주풍향빈도 (%)

5m/s이상이며 
주풍향빈도 (%)

부산전체 5.0 48.2 북동풍 26.5 13.8
영도 5.3 52.2 북동풍 24.9 18.6

<표 4.3> 대상 지역의 풍력발전시스템 적용가능 풍속 비율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기록일 풍속 기록일 풍속 기록일 풍속 기록일 풍속 기록일 풍속

부산전체
1987.

08.31
43.0

2003.

09.12
42.7

1959.

09.17
42.7

1995.

07.23
42.3

1987.

07.16
39.5

<표 4.4> 대상 지역의 최대 순간풍속 자료

  높이 80m에서의 연평균 풍속은 영도지역에서 5.3%로 나타났으며 풍력발

전시스템의 경제성을 창출할 수 있는 5m/s이상의 비율은 52.2%로 절반 이

상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그 이상의 건물 높이에서는 적용가능성이 확

대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림 4.3) 대상 지역 풍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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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풍향은 (그림 4.3)과 같이 대상 지역의 주풍향은 북동풍으로 나타나며, 계

절별로 구분하면 봄과 여름철에는 북서풍과 남서풍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가을철에 북서풍이 집중적으로 작용하며, 겨울철에는 북서풍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대상 지역의 태양광발전시스템 적용을 위한 분석

  대상 건물에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대상 지역의 일사량 

및 일조시간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음(그림 4.4)은 1990년부터 

2009년까지의 20년간의 기상청 자료를 통해 부산지역의 일사량 및 일조시

간을 조사하였다,

(그림 4.4) 대상 지역의 일사량과 일조시간

  부산 지역은 연간 수평면 총일사량은 4,787.57 (), 총 일조시간은 

연간 2279.3 ()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우리나라의 20년간 기상자

료에 의한 평균 일사량(4,708.23)과 평균 일조시간(2121.16)보다 높은 수

치이며, 대상지역인 부산은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적용하기에 충분한 일사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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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하고 있다.

  대상 건물에 대한 음영의 영향은 남쪽면과 동쪽면에 일사를 차단하는 장애

물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북쪽면과 서쪽면에 건물 주변으로 인접한 

건물들이 있으므로, 태양광발전시스템의 적용면적을 건물 높이의 50m 이상

부터 적용하는 것을 가정하였다.

4.2.2 하이브리드 파워시스템 적용 방안 분석

  대상 건물에 하이브리드 파워시스템의 적용은 예비 분석을 통해 적용 가능

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대상 건물의 기류분석과 일사분석의 정확한 분

석을 통해 풍력발전시스템과 태양광발전시스템의 설치 가능한 위치 및 면적

을 결정하고 에너지 생산량을 예측한다. 

(1) 대상 건물의 풍력발전시스템 적용 방안

가) 시뮬레이션 개요

  대상 건물이 건설되어질 지역에 대한 기후 분석 결과, 5m/s 이상의 풍속이 80m

의 높이에서 50%이상 나타나며, 보정식을 통한 500m의 높이에서는 6.67m/s의 풍

속과 뚜렷한 주풍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어, 풍력발전시스템을 적용하는데 있

어 충분한 잠재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상 건물을 

바탕으로 CFD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나) 시뮬레이션 설정 조건

  시뮬레이션 설정 조건은 건물의 대상지역인 영도은 주풍향이 북동풍이며, 

10m 높이에서의 풍속 3.6m/s 등의 기상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보정식을 

통한 높이별 풍속을 도출하였다. 건물의 최상부 높이인 510m에 작용하는 풍

속은 6.71m/s로 나타났으며, 50m를 기준으로 구간범위를 설정한 높이별 평

균풍속은 다음<표 4.5>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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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범위 (m) 구간 평균풍속 (m/s) 구간범위 (m) 구간 평균풍속 (m/s)

0~50 4.47 500~550 6.74

50~100 5.40 550~600 6,79

100~150 5.78 600~650 6,84

150~200 6.02 650~700 6,89

200~250 6.19 700~750 6,93

250~300 6.33 750~800 6,97

300~350 6.43 800~850 7.00

350~400 6.53 850~900 7.04

400~450 6.61 900~950 7.07

450~500 6.67 950~1,000 7.10

<표 4.5> 대상 지역의 보정식을 통한 높이별 평균풍속 

다)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대상 건물의 CFD 시뮬레이션에 의한 결과를 해석하기 위해 (그림 4.5)와 

같이 대상건물을 북동풍을 기준으로 하여 수평면은 100m구간마다 나누었으

며, 수직방향은 건물의 정면부분과 측면부분으로 6개로 나누어 분석을 수행

하였다.

 

(그림 4.5) 건물의 결과 분석을 위한 단면 구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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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Section 1 ~ Section 6의 분석 결과

  대상 건물의 Section 1~6의 분석결과, 건물의 평면은 남향을 기준으로 10도 정

도 기울어 있기 때문에 건물에 작용하는 주풍향인 북동풍이 건물의 측면에 먼저 

도달하게 된다. 그러나 측면에 작용하는 바람은 대상 건물의 평면형태가 타원형

이기 때문에 (그림 4.6)과 같이 바람이 건물의 벽면을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나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건물의 측면에서는 난류층이 형성되지 않고 건물

의 뒤쪽에서 난류영역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건물에 작용하는 

풍속은 <표 4.6>와 같으며, 건물의 최상부지역인 500m이상인 부분과 높이 

300m에서 건물의 북측면에 가장 강한 풍속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구분 Section 1 Section 2 Section 3 Section 4 Section 5 Section 6
풍속(m/s) 8.79 9.69 9.31 10.14 9.14 8.83
증감률(%) 30.3 45.3 42.6 60.2 51.8 63.5

<표 4.6> Section 1~6의 풍속 분포 및 설정 풍속 대비 증감률

Section1 (최상부 평면) Section 2 (높이 500m 평면)

Section 2 (높이 400m 평면) Section 2 (높이 300m 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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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5 (높이 500m 평면) Section 6 (높이 500m 평면)

(그림 4.6) Section 1~6의 CFD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② Section 7 ~ Section 10의 분석 결과

  대상건물의 Section 7~10의 분석 결과, (그림 4.7)의 Section 7과 같이 건물의 

300~400m 부근은 건물의 평면이 하부의 면적보다 넓어지는 부분으로 바람이 건

물에 가장 먼저 도달하는 지점이며, 풍속이 10.02m/s로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건물의 최상부에 위치한 구조물에 풍속이 강하게 작용

하는데, 구조물의 형태가 유선형으로 이루어져 바람을 분산시키지 않고, 건물 뒤쪽

까지 강한 풍속이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와 같이 건물에 작용하는 바

람은 건물의 측면을 기준으로 뒤쪽으로 갈수록 바람의 세기는 약하지지만, 넓은 면

적으로 분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구분 Section 7 Section 8 Section 9 Section 10
풍속(m/s) 10.02 9.80 8.86 8.40
증감률(%) 50.2 46.9 32.8 25.9

<표 4.7> Section 7~10의 풍속 분포 및 설정 풍속 대비 증감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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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7 Section 8

Section 9 Section 10

(그림 4.7) Section 7~10의 CFD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③ Section 11 ~ Section 12의 분석 결과

  대상건물의 Section 11~12의 분석 결과, <표 4.8>와 같이 건물의 최상부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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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작용하는 풍속은 건물의 300m부근에서 발생하는 상승풍과 구조물의 형태에 

의해 10.35m/s의 강한 풍속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림 4.8)에서 건물 뒤쪽의 난류

영역은 부분적으로 강한 역류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건물의 형태가

일정하지 않아 건물의 평면 면적이 줄어드는 지점에서 강하게 작용하였다.

구분 Section 11 Section 12
풍속(m/s) 10.35 8.28
증감률(%) 55.2 24.1

<표 4.8> Section 11~12의 풍속 분포 및 설정 풍속 대비 증감률

Section 11 Section 12

(그림 4.8) Section 11~12의 CFD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2) 대상 건물의 풍력발전시스템 적용 방안 검토

  대상 건물의 CFD 시뮬레이션에 의한 종합적인 결과, 건물에 주풍향인 북

동풍이 불어올 때, 풍력발전시스템의 적용 가능 위치를 선정하자면, 건물의 

측면에서는 난류층이 넓은 면적으로 발생하지 않아 적용 가능성이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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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적으로 강한 역류현상이 발생하여 풍력발전시스템에 악영향이 미칠 것으

로 판단되며, 역풍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건물의 최상부 구조체 부분에서는 풍속이 가장 강하게 나타났으며 구조체 형

태로 인하여 바람을 분산시키지 않아 건물 뒤쪽까지 풍속이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상건물의 풍력발전시스템의 적용

위치를 건물 최상부 구조체에 설치하는 방안으로 설정하였으며, (그림 4.9)

와 같이 구조체에 벤츄리효과를 이용하기 위한 개구부를 만들어 풍력발전시

스템을 적용안을 제안한다.

기존안 풍력발전시스템 적용안

(그림 4.9) 풍력발전시스템 적용안

  적용 안에 따른 풍력발전시스템의 선정은 대상 건물의 작용하는 주 풍향인 북동

풍은  5m/s 이상의 빈도가 18.6%인 것을 감안하고 남면이 바다와 인접하고 있어 

불규칙한 풍향이 예상되므로, 수평축 풍력발전시스템에 비해 발전성능에 풍향의 

영향이 적은 수직축 풍력발전시스템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풍력발전시스템은 

4kW급 다리우스형태의 수직형 풍력발전시스템28)으로 낮은 풍속에서도 전력을  

생산할 수 있으며, 건물에 적용하기에 적합한 형태로 판단된다, 선정된 풍력발전   

28)  http://www.urbangreenenerg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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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의 사양은 다음의 <표 4.9>와 같다.

풍력발전시스템 개요 출력용량 4kW
블레이드 수 3 개
로터 지름 3 m

로터 회전면적 12.5 ㎡
무게 444 kg

시동풍속 3.5 m/s
정격풍속 12 m/s
정지풍속 55 m/s

블레이드 재질 탄소섬유
소음 정격풍속에서 38dB

출력곡선

<표 4.9> 선정한 풍력발전시스템 사양

  풍력발전시스템을 통한 연간 에너지 생산량은 각 풍속에 대한 확률과 발전

기의 출력을 통해서 예측된다. 특정 풍속 v가 1년 동안 부는 시간과 연간 에

너지 생산량을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풍속일때의확률
  ×∆ 

                (식 

4.1)

       여기서,

               = 365✕12(연간 8760 시간)

               : 특정 풍속 가 1년간 부는 시간

              F() : 특정 풍속 의 확률

풍속 v일 때 연간 에너지 생산량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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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 

4.2)

따라서 전 풍속 영역에 의한 전체 연간 에너지 생산량은 다음과 같다.

                          
  



                   (식 

4.3)

위의 식을 이용하여 선정한 풍력발전시스템 1기를 통한 발전량을 도출한 

결과 하루 평균 39.4kWh, 연간 14,386kWh를 생산할 것으로 예측이 된다. 

이 같은 결과를 통해 초고층 건물에 풍력발전시스템의 적용성을 검토하였으

며, 초고층 건물에 풍력발전시스템 적용 기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

된다.

(3) 대상 건물의 태양광발전시스템 적용 방안

가) 시뮬레이션 개요 및 설정조건

  대상 건물의 대해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한 기초조사로 건물의 경사각

에 의한 일사량 분석을 시뮬레이션을 통한 수행하였다. 시뮬레이션을 위한 기후데

이터는 부산의 기후자료를 사용하였으며, 분석기간은 연간 일출시간과 일몰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06시부터 20까지를 기

준으로 일사량을 분석하였다, 

나) 시뮬레이션 결과

  (그림 4.10)과 같이 시뮬레이션에 의한 월간 일사량을 분석해보면, 수평면의 경

우 태양고도가 높아지는 봄과 여름에 높은 일사량을 보이고 있으며 연간 총 일사량

은 1,483.6이다, 이와 반대로 수직면의 경우에는 태양고도가 낮아지는 가을

과 겨울철에 높은 일사량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연간 총 일사량은 

1,174.7이다. 또한 연간 총 일사량이 1,676가장 높은 경사각 30도

가 최적의 경사각도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 대상건물에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적용 시 고려되어야 한다. (그림 4.11)는 대상 건물에 대한 일사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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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한 결과이다.

(그림 4.10) 경사에 따른 월간 일사량

남측면 일사량 동측면 일사량

(그림 4.11) 대상 건물의 시뮬레이션에 의한 일사량 분석

  대상 건물의 시뮬레이션 결과 남측면은 연간 총 일사량 1,065로  

태양광발전시스템의 적용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한  Compagnon R 

(2000)의 연구29)에서 태양광발전시스템의 적용 가능한 연간 총 일사량기준

은 입면에 설치될 경우 800 이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기준은 시스

29) Compagnon. R., PRECis : Analysis the Potential for Renewable Energy in Cities. 

Annexe 3 : Solar and Daylight availability in urban areas, Cambridge,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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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의 현재 효율 수준을 반영한 것으로, 대상 건물은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적

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진다.

 대상 건물의 남면에 태양전지를 설치하였을 경우 연간 발전량을 예측하기 

위해  TRNSYS 16을 이용하여 발전량을 산정하였다. 건물에 적용하기 위해 

선정된 태양전지의 사양은 다음의 <표 4.10>와 같다.

태양광발전시스템 개요
종    류 단결정 실리콘 태양전지
최대출력 80 W
최대전압 17.2 V
개방전압 21.8 V
최대전류 4.65 A
단락전류 5.07 A
효    율 17 %

<표 4.10> 선정한 태양광발전시스템 사양

  태양광발전시스템을 통한 연간 에너지 생산량은 남면을 기준으로 높이 

50m 이상 부분을 태양광발전시스템 적용 면적 3,000으로 산정하였다. 분

석결과는 (그림 4.12)과 같으며 연간 발전량이 가장 많은 기간은 수직 일사

량이 가장 많은 10월로 발전량은 17,872로 나타났으며, 연간 발전량은 

179.538로 분석되었다. 이것은 대상 건물의 남면의 단위면적당 연간 약

59.8를 생산하는 것으로, 초고층 건물에 태양광발전시스템의 적용 시 기

초자료로 제공되어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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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태양광발전에 의한 월별 발전량

4.3 소결

  본 장에서는 초고층 건물에 하이브리드 파워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한 고려요소와 

프로세스를 통해 초고층 건물의 사례 안에 적용함으로써 적용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사례 건물은 107층, 높이 510m 규모의 초고층 건물로 대상지를 분석하였을 때, 

남쪽으로 바다가 인접해 있어, 풍력발전시스템에 해륙풍이 작용할 것으로 예상

되며, 인접건물에 의한 음영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사례 건물에 하이브리드 파워시스템의 적용을 위한 기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 건물의 최상부에 작용하는 풍속은 6.67m/s로 보정식을 통해 도출하였다, 

또한 높이 80m에서 실측을 통해 5.0m/s이상의 풍속이 52.2%의 비율로 작용하며 

주풍향은 북동풍으로 것을 고려했을 때, 그 이상의 높이에서는 풍력발전시스템의 

적용 가능성이 확대되어질 수 있다. 

  그리고 대상 지역의 연간 수평면 총일사량은 4,787.57 (), 총 일조

시간은 연간 2279.3 ()으로 나타났으며, 이 수치는 우리나라의 평균

값보다 높은 값으로 대상 지역은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적용하기에 충분한        

잠재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상 건물에 풍력발전시스템과 태양광발전시스템의 적용방안을 위해 CFD

시뮬레이션과 일사량 분석을 위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풍력발전시스템의 

적용을 위한 CFD 분석 결과, 대상 건물의 형태가 유선형으로 이루어져 있어 

건물의 측면에서 난류층이 적게 분포되었으며, 최상부의 구조물에서 10.35m/s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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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풍속 대비 55.2%가 증속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므로 풍력발전기의 

설치위치는 최상부 구조체로 설정하여 적용 안을 도출하였으며, 풍력발전시스

템 1기에 의한 연간 발전량은 14.386로 예측되었다. 태양광발전시스템 적

용 방안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건물 남측면의 연간 수직면 일사량은 

1,065으로 태양광발전시스템의 적용 가능성 여부의 기준인 800

 에 의해 건물에 태양광발전시스템의 적용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지

며, 남측면 3,000의 면적에 대한 연간 발전량은 179.538로 분석  되

었으며, 단위 면적당 59.8를 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초고층 

건물의 풍력발전시스템과 태양광발전시스템의 적용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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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초고층 건물은 제한된 국토 조건에서 도시과밀과 도시의 수평적 확산으로 

인한 환경파괴를 예방하는데 기여하며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초고층 건물은 에너지 다소비형 건물로서 화석연료의 고갈과 

온실가스 저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 저감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 같은 문제들의 근본적인 대책으로 무공해·청정에너지인 

신·재생에너지의 적용이라고 할 수 있다. 초고층 건물은 신·재생에너지의 

에너지원인 풍력과 태양에너지의 활용에 대해 잠재성을 가지고 있어, 풍력발전

시스템과 태양광발전시스템을 통한 하이브리드 파워시스템을 적용하고자 하였으며,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독립적인 시스템의 운영보다는 시스템의 통합을 통해 효율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고층 건물에 하이브리드 파워시스템 적용을 위한 것으로서 

초고층 건물의 특성을 활용하여 하이브리드 파워시스템에 의한 에너지 생산을 

위해 적용 시스템에 대한 고려요소를 도출하고 적용가능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사례를 통한 초고층 건물에서 하이브리드 파워시스템의 적용방안을 분석하여 

설계 프로세스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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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하이브리드 파워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 기후조건 뿐만 아니라 건물에 

의한 물리적인 조건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초고층 건물에 대한 특성을 

형태측면과 에너지 소비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고층 건물의 기준층 평면은 

사각형, 수직적인 형태는 기둥형이 가장 많이 적용되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고층 

건물에 대한 풍하중 저감과 복합 용도의 건물이 가지는 계획적, 구조적 특성에 의해 

다각형의 평면과 테이퍼형의 건물 형태에 대한 적용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에너지 소비 측면에서는 고층 건물은 에너지 사용과 CO₂배출량이 다른 일반 

건물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건물의 높이와 경량화에 의해 열적

으로 취약한 특성을 가지며, 수직 환경에 의해서도 건물 부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풍력발전시스템의 적용을 위한 고려요소는 발전량에 가장 많은 영향이 미치는 높이에 

따른 풍속 분포와 풍력밀도, 풍력발전시스템의 적용 위치 판별을 위한 풍향 출현 빈도, 

시스템의 손상과 효율 향상을 위한 최대 순간풍속 등이 해당되며, 도심지의 초고층 

건물에 작용하는 풍속은 200m 높이에서 5m/s 이상의 풍속이 나타났으며, 실제 

풍력발전에 의한 경제성 창출이 가능한 풍속 또한 5m/s로 알려져 있어 풍속측면에서 

초고층 건물에 풍력발전시스템의 적용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3) 태양광발전시스템의 적용을 위한 고려요소는 발전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일사량과 일조시간, 방위각과 경사각, 설치위치를 선정하기 위한 음영, 

설치유형에 따른 태양전지의 온도가 해당되며, 주요 도시에 대한 분석을 실시

하여 태양광발전시스템의 적용을 위한 잠재성을 확인하였다. 

   (4) 초고층 건물에 풍력발전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한 방안은 건물 지붕이나 

측면에 설치하여 일체화시키는 방법, 건물 내부의 상·하부 기압 차이를 이용하여 

적용하는 방법, 벤츄리 효과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크게 구분하여 CFD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부분의 유형에서 지붕과 측면에서 풍속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벤츄리 효과가 적용된 유형에서는 50%이상의 풍속이 증가하였지만, 

대상 지역이 뚜렷한 주 풍향이 있을 때,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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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초고층 건물은 입면의 활용가능성과 인접 건물 및 건물 자체에 의한 음영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어, 대부분의 초고층 건물의 외피시스템인 커튼월에 

적용 가능한 건물 일체형 태양광발전시스템(BIPV)의 적용 유형을 도출하여 건물의 

수직면에 대한 일사활용가능성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하였다. 수직면에 대한 연간 

월별 일사량의 분석 결과 수직면은 10월부터 2월까지 높은 일사량을 나타냈으며, 

수평면의 일사량과는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으므로 건물에 적용 시 고려되어야 한다.

   (6) 초고층 건물에 하이브리드 파워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한 고려요소와 프로

세스를 통해 초고층 건물의 사례 안에 적용함으로써 적용가능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풍력발전시스템은 건물의 최상부에서 최고 10.35m/s의 풍속과 난류층이 형성

되는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풍력발전시스템의 설치위치로 선정하였으며, 풍력발전

시스템의 의한 연간 발전량은 14,386로 나타났다. 태양광발전시스템의 경우 

남향에 3,000의 면적에 대한 연간 발전량은 179.538로 분석되었으며, 

단위 면적당 59.8를 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초고층 건물에 하이브리드 파워시스템을 적용시키기 위한 기초적인 

설계방안을 제시하고자 고려요소와 적용 프로세스를 도출하여 사례 건물을 통해 검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높이에 의한 풍속과 일사량은 보정식과 문헌조사를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제 초고층 건물에 적용 시 실측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확한 자료를 

통해 적용 안이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각 개별 시스템의 통한 연계방안은 본 

연구에서 고려되지 않았으므로 추후 연구를 통해 진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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