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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제한된 국토 조건에서 도시 과밀과 환경파괴 문제에 대한 해결책뿐만 

아니라 신도시나 도시재생 프로그램에서 도시의 아이덴티티를 확보, 도심 활

성화 및 재생의 수단으로 초고층 건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

다. 그러나 초고층 건물은 이러한 효과적인 수단에 반해 에너지 소비측면에

서 연간 3만TOE 가량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에너지 다(多)소비형 건물이다.  

 따라서 건물에서의 에너지 소비가 약 24% 인 점을 고려할 때 초고층 건물

에서의 에너지 절약은 그 어느 때보다 매우 중요하다. 그동안 건물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주로 단열보강, 고효율 기기 개발 등과 같은 절

약정책 위주로 추진1)되어 왔으나 이러한 기술의 적용효과는 궁극적으로 한

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최근 대두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과 화석연료 고갈에 

따른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가장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은 

청정 에너지원을 이용한 신・재생  에너지원의 개발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

서 세계 주요 국가들은 신・재생에너지 대한 투자 확대 정책을 통하여 건물

에 신·재생에너지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도 202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배출전망대비(BAU) 30% 감축 목표2)를 세우고 건

물·교통 등 비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감축노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간건물

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3)를 도입하는 등 보급 사업 확

대를 강화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분류 기준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

발 이용 보급 촉진법」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

용하거나 햇빛, 물, 지열, 강수, 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여 재생 가능한 에너

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 정의하고 11개 분야4)로 구분하고 있다.  

1) 윤종호,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 시스템과 초고층 건물, 초고층 건축물 디자인과 설계기술" 

2) 지식경제부(www.mke.go.kr) 보도 참고 자료, 2009.11.17

3) 총에너지사용량의 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사용하는 건물을 신재생에너지건축물로 인증하고 

인센티브 부여하는 제도

4) 재생에너지 :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 풍력, 수력, 해양, 폐기물, 지열(8개 분야)

   신에너지 :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 및 중질잔사유가스화, 수소에너지 (3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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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중에서 풍력에너지는 에너지원이 고갈되지 않는 재생 가능한 무공해원으

로 오랜 기술력 축적으로 인한 기술성숙도와 가격 경쟁력이 우수하고 공해 

물질 저감 비용이 낮고 효과가 높다는 장점5)으로 인하여 신・재생에너지원 

중 잠재성, 경제성 및 기술의 성숙도가 가장 뛰어난 것으로 분석되어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에너지원의 하나로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지금

까지 건물에 직접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한 신·재생에너지가 태양열, 태양광, 

지열이 가장 대표적인 시스템이었지만 최근 유럽 선진국이나 미국 등을 중심

으로 도심 건물군에 소형 풍력발전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꾸준하게 이

루어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초고층 건

물도 과거의 단순한 높이의 랜드마크 경쟁에서 벗어나 친환경적이라는 상징

성까지 제공해야 한다는 패러다임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풍력발전시스템을 

초고층 건물의 한 부분으로 흡수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

는 방법을 많은 건축가들이 찾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제주도와 강원도 태백, 대관령 등 개방된 지

형에 대규모 풍력 발전 단지를 건설하여 대형 시스템 위주로 연구를 진행하

여 건물에 풍력발전시스템을 적용하는 기술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초고층 건물에 대한 건설이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

에서 초고층 건물의 높이와 재생 가능한 에너지 활용 측면에서 잠재력이 큰 

풍력발전시스템을 결합할 경우 건물설치형 풍력발전 기술력 확보와 에너지 

다 소비형인 초고층 건물의 에너지 절약 기술력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효용성 및 연구개발 필요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초고층 건물을 대상으로 풍력발전시스

템을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초고층 건물에서의 풍력발전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한 고려 요소를 도출하고 프로세스를 제안하였으며, 특히 사례 분석과 

CFD 분석을 통하여 초고층 건물의 풍력발전시스템 적용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5)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 백서 2008, p.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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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초고층 건물과 풍력발전시스템의 이론적인 고찰과 초고층 

건물의 풍력발전시스템 적용 사례를 조사하여 기술 수준을 파악하였다. 또한, 

초고층 건물에 풍력발전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한 고려 요소를 적용 지역, 적

용 방법, 풍력발전시스템으로 나누어 도출하여 적용가능성과 설치 방안을 분

석하고 설계 프로세스를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실제 초고층 건물의 사

례 연구를 통해 고려 요소와 설계 프로세스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세부적인 내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초고층 건물의 풍력발전시스템 적용을 위한 이론적 고찰

∙ 초고층 건물의 개념과 현재 국내·외에 계획 중인 초고층 건물의 현황을  

    살펴보고 초고층 건물의 에너지 다(多)소비 문제를 고찰하였다.

∙ 풍력발전시스템 개념 및 분류를 조사하고 건물 설치형 풍력발전시스템의  

    개념, 적용 현황 및 시장 전망을 조사하였다.

∙ 현재 국내·외 초고층 건물의 풍력발전시스템 적용 사례 및 계획 사례를  

    조사하여 기술 수준을 파악하였다. 

(2) 초고층 건물의 풍력발전시스템 적용을 위한 고려요소 도출

∙ 이론 고찰 및 사례 조사를 통하여 풍력발전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한 고려  

    요소를 적용지역, 적용 방법, 풍력발전시스템으로 구분하여 도출하였다. 

∙  초고층 건물에 적용 가능한 유형을 도출하고 특징을 분석하였다.

∙  초고층 건물 형태에 따른 기류 패턴을 분석하여 풍력발전시스템을 적용  

     하고자 할 때의 기초적인 방향을 제시하였다.

(3) 초고층 건물의 풍력발전시스템 설계 프로세스 제안

∙ 초고층 건물에 풍력발전시스템을 적용하고자 할 때 필요한 설계 프로세  

    스를 제안하였다.

(4) 초고층 건물의 풍력발전시스템 적용

∙ 최근 설계된 초고층 건물을 선정하여 풍력발전시스템을 적용함으로써 고  

    려 요소와 설계 프로세스 검증하고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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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흐름도는 (그림 1.1)과 같다.

 서     론

    
초고층건물의 풍력

발전시스템 적용을 

위한 이론 고찰
‣ ‣

∘ 초고층건물의 

에너지 절약 필요성 

및 풍력발전시스템의 

잠재성 도출

∘ 초고층건물의 풍력

발전 적용 기술 수준 

분석

    
초고층건물의 풍력

발전시스템 적용을 

위한 고려요소 도출

및 프로세스 제안

‣ ‣
∘ 적용 가능성과

  설치 방안 분석

∘ 설계 프로세스 

  제안

    

초고층건물의 풍력

발전시스템 적용
‣ ‣

∘ 고려 요소와

설계 프로세스 검증

∘ 적용 가능성과 

 설치 방안 검증

    
결     론

(그림 1.1) 연구 흐름도 

초고층 건물 정의, 현황, 에너지 소비

건물설치형 풍력발전시스템 정의, 

시장 현황 및 전망

풍력발전시스템 정의 및 분류 체계

초고층 건물 풍력발전시스템 사례 분석 

적용 지역에 관한 고려 요소 도출

적용 방법에 관한 고려 요소 도출

풍력발전시스템 선정에 관한 고려 요소 도출

설계 프로세스 제안

대상 건물 선정 및 적용 목표 설정

기후 분석과 CFD를 통한 

적용 가능성 분석과 적용 가능위치 도출

대상 건물에 적용 가능한 풍력발전

시스템 선정 및 발전량 예측

대상 건물의 풍력발전시스템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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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초고층 건물의 풍력발전시스템 적용을 위한

이론적 고찰 및 국내·외 적용현황

2.1. 초고층 건물의 이론적 고찰

2.1.1. 초고층 건물의 정의

초고층 건물은 층수 또는 높이에 따라 정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관점

에 따라 상대적으로 정의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정의는 

현재까지는 없다. 그러나 세계 최대의 초고층 전문가 단체인 초고층도시주거

협의회(CTBUH : Council on Tall Buildings and Urban Habitat)에서 제

시하고 있는 초고층 건물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표 2.1>에서와 같이 사

회・환경적의 의미와 물리적인 의미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사회・환경적인 의미

건축물의 높이 혹은 층수에 의하여 정의되기 보다는 건축
계획, 즉 디자인과 용도적인 부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
는 고층성(Tallness)을 가진 건축물이며, 그 고층 성으로 
인하여 어떠한 지역이나 시대에 존재하는 일반적인 건축물
의 디자인 및 시공 그리고 사용과 유지관리측면에서의 보
편적인 조건과는 다른 특별한 조건을 유발하는 건축물

물리적인 의미
∙ 높이가 50층 이상인 건축물
∙ 세장비가 최소 5:1 이상인 건축물
∙ 횡력 저항 시스템의 유무에 판단에 의한 건축물

<표 2.1> 초고층 건물의 정의

우리나라의 초고층 건물에 대한 정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명확

히 규정을 하고 있는데 건축법 시행령 제2조 15항에 따르면 "초고층 건축물

이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라고 

되어있다. 그리고 올해 8월 서울특별시에서 제정한 서울특별시 초고층 가이

드라인 제1조에 따르면  "「서울시 건축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는 50층 이상 또는 높이(옥탑․장식탑 등 포함)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이하 “초고층 건축물”이라 함)에 한하여 적용한다."

라고 초고층 건물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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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초고층 건물의 현황

1) 초고층 건물의 경향

가) 수요와 규모의 중가

19세기 후반 엘리베이터의 발명과 철골구조의 등장으로 시작된 20층 규모

의 초고층 건축은 지난 20세기동안 도시의 급속한 성장과 건축기술의 발전

으로 인해 100층 규모의 위용을 과시하며 주요 세계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이루고 있다. 최근 세계의 경제가 상향평준화 되어감에 따라 각 국가에서 경

제적인 성장을 드러내는데 초고층 건물을 이용하려는 경향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는 초고층 건물이 랜드마크로서 상징성을 가지며 우수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 기인한다. 또한 건물 자체뿐만 아니라 건물에 관련된 

자재, 공학기술 향상 등 그 파급효과 역시 무시할 수 없고, 인구 과밀해소의 

대응책과 더불어 공개 공지의 증대, 녹지면적 증가에 따른 환경적 영향, 토지 

이용 효율의 극대화, 그리고 초고층 건물이 지어지는 도시의 이미지 제고에

도 그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2008년 CTBUH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초

고층 건물의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0년에는 2000년에 비하여 초

고층 건물의 수가 약 3배 증가하여 세계적으로 80개6)가 넘을 것으로 예상

하고 있고 초고층 건물의 지역적인 경향도 전 세계적으로 확산 되고 있는 추

세이다. 초고층 건물 중가 추이는 (그림 2.1)과 같다. 

          

(그림 2.1) 초고층 건물 증가 추이

6) CTBUH Journal 2008 Issue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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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건물 높이는 최근 기술력 발달로 인해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

이다. (그림 2.2)는 높이 기준으로 세계 100대 초고층 건축물의 평균 높이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2010년에는 평균 높이가 349m로 2000년 286m 비

하여 22%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 증가치는 두 번째로 높은 증가치

를 보였던 1970년 197m에서 1980년 229m 증가치의 2배에 이르는 높은 

수치로 초고층 건물의 높이가 최근 들어 크게 높아지는 경향이며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2.2) 높이 기준 세계 100대 초고층 건물 평균 높이 변화 

나) 초고층 건물의 친환경성

초고층 건축은 그 자체로서 친환경적인 양식은 아니며, 그 지속가능성에 

대한 많은 도전과 비판 또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단순한 높이 

경쟁에서 벗어나 초고층 건축의 친환경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초고층도시주거협의회(CTBUH)에서는 <표 2.2>의 지속가능한 평가기준을 

이용하여 최근 3년 내 완공 및 입주되어 구체적인 기술 진보, 디자인 지속가

능성의 획기적 발전, 빌딩시스템 또는 혁신적 설비시스템에 의한 지속가능성

의 결과들이 검증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시상을 하고 있다. 

환경적 측면
적절한 부지 활용, 건축재료의 혁신적 이용, 에너지 절감,
대체에너지 사용, 수자원 소비 및 공해배출 감소 등을 통한 자연
환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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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자, 지역사회에 경제적 활력을 더해주는 건물

<표 2.2> CTBUH 지속가능성 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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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초고층 건물의 대표적인 도시인 아랍에미레이트는 2007년 10월, 

중동최초로 그린 빌딩 지침을 채택하였다. 에미리트 그린빌딩 위원회는 미국

의 제도를 모방한 LEED(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Emirate를 제안하여 건물의 에너지 절감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

다.7) 우리나라에서도 초고층 건물의 친환경성을 위하여 제도적인 장치를 마

련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2009년 8월 ‘서울특별시 초고층 건축물 가이드라

인’을 시행하여 초고층 건축물에 신·재생에너지 도입8)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러한 초고층의 친환경적인 패러다임은 과거의 단순한 높이의 랜드마크 

경쟁에서 벗어나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2) 국외 초고층 현황

초고층 건물은 1930년대 미국 뉴욕의 Empire State Building을 필두로 

1956년 Frank Lloyd Wright에 의하여 계획된 528층 1mile 높이의 Mile 

High, 1970년대 시카고 Willis Tower 건설 등 초고층 건물에 대한 인간의 

끝없는 열망을 절실히 보여준다. 90년대에 이르러 홍콩, 말레이시아, 우리나

라와 같은 아시아권의 신흥 공업국은 물론 중국, 중동 사막의 아랍에미레이

트 두바이까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9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의 

초고층 건물 건설동향은 중동지역과 아시아지역에서의 건설이 급증하는 등 

특정 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닌 세계 주요도시에 초고층건물 건설이 활발해지

고 있다. 2009년에 완공된 162층 818m 높이의 Burj Dubai를 비롯한 

2004년에 완공된 101층 509m 높이의 Taipei 101, 2008년에 완공된 중국 

상하이의 101층 492m 높이의 Shanghai World Financial Center, 1998년

에 완공된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의 88층 452m 높이의 Petronas Tower, 

1974년에 완공된 미국 시카고의 108층 442m 높이의 Willis Tower가 대표

적인 사례이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는 다른 국가적인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다른 아시아국가에 비해 초고층건물이라고 할 만한 것이 거의 없다시피 하지

만, 1989년 Norman Forster에 의하여 도쿄에 계획된 170층 규모의 높이 

840m의 Millenium Tower를 보더라도 초고층에 대한 관심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9) 이에 못지않게 구미 각국에서도 초고층 건물에 대한 열기도 여전

7) 구정은,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해외 초고층 건설사례”, 건설경제 통권 55호, 2008

8) '서울특별시 초고층 건축물 가이드라인' 14조에 따르면, “건축물 총에너지 사용량의 3% 이상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생산하여야 한

다. 다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9) 여영호, “복합용도로서의 초고층 건축물 계획”, 초고층 건축물 디자인과 설계기술 P.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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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 할 수 있는데 러시아에서는 모스크바에 95층의 Federation Towers

가 2010년 완공을 앞두고 있고 70층의 Mercury City Tower가 2011년 완

공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9⋅11테러로 무너진 세계무역센터를 

대신하여 105층 541m 규모의 One World Trade Center와 시카고에 150

층 610m 규모의 Chicago Spire이 2013년 완공을 앞두고 있는 등 초고층 

건물에 대한 각 국가 및 도시의 열정은 여전히 뜨거운 상황이다. 이러한 세

계 주요 초고층 건물 현황 및 계획안은 (그림 2.3), <표 2.3>, <표 2.4>과 

같다.

이러한 초고층 건물의 건설 현황으로 보아 1mile 높이의 건물의 건설이 머

지않아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이고 더불어 초고층건물에서의 환경부하를 줄이

고 사회적인 지속성도 함께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국가 및 도시의 

랜드마크 경쟁에서 디자인의 다양성 변화를 통한 새로운 차원의 예술적, 문

화적 지속가능한 초고층 건물을 설립하기 위한 노력도 꾸준히 이루어 질 것

으로 보인다. 

  

  

(그림 2.3) 국외 주요 초고층 건물 현황 및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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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ding name City Year
Stories  
  (F)

Height  
  (m)

Taipei 101 Taipei 2004 101 508
Shanghai World Financial Center Shanghai 2008 101 492
Petronas Tower 1,2 Kuala Lumpur 1998 88 452
Willis Tower Chicago 1974 108 442
Trump International Hotel&Tower Chicago 2009 98 423
Jin Mao Building Shanghai 1999 88 421
Two International Finance Centre Hong Kong 2003 88 412
Citic Plaza Guangahou 1996 80 390
Shun Hing Square Shenzhen 1996 69 384
Empire State Building New York 1931 102 381
Central Plaza Hong Kong 1992 78 374
Bank of China Hong Kong 1989 70 367
Bank Of America Tower New York 2009 54 365
Almas Tower Dubai 2008 68 360
Emirates Tower One Dubai 1999 54 355
Tuntex Sky Toer Kaohsiung 1997 85 348

<표 2.3> 국외 주요 초고층 현황 

Building name City Year
Stories

(F)
Height
 (m)

Nakheel Tower Dubai 2020 200+ 1000+
Burj Dubai Dubai  2010 160 818
Shanghai Tower Shanghai 2014 128 632
Pentominium Dubai 2013 122 618
Chicago Spire Chicago 2014 150 610
Goldin Finance 117 Tianjin 2014 117 597
Makkah Royal Clock Tower Hotel Makkah 2011 76 577
Doha Convention Center Tower Doha 2013 112 551
One World Trade Center New York 2013 105 541
Burj Al Alam Dubai 2012 108 510
Federation Towers-Vostok Tower Moscow 2011 95 509
Al Quad Endowment Tower Doha 2014 101 500
International Commerce Centre Hongkong 2010 107 483
Nanjing Greenland Financial Center Nanjing  2010 66 450
West tower Guangzhou  2010 103 440
Kingkey Finance Tower Shenzhen 2012 97 439
Dubai Tower Doha Doha 2011 91 437
Princess Tower Dubai 2011 101 414
Al Hamara Tower Kuwait City 2010 77 413
Marina 101 Dubai 2011 101 412

<표 2.4> 국외 주요 초고층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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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초고층 현황

전 세계적으로 초고층 건물의 시장규모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 2010년 

세계 초고층 건물의 시장 규모는 50조가 넘어설 것으로 전망이 되고 한국 

시장은 이 중 20%인 10조원 정도로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10) 따라

서 초고층 건물 시장이 차세대 건설업계의 블루오션전략으로 부상할 것이라

는 판단 때문에 국내 초고층 건설업체들은 초고층 시장에 앞다퉈 진출하고 

있고 시장 진입을 위한 기술 확보 노력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내 최초로 초고층 건물로 선을 보인 건물은 1971년에 세워진 3⋅1 빌

딩으로 알려져 있다.11) 그 후 경제성장과 함께 1981년에 63빌딩, 1985년에 

무역센터 등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그러나 97년 외환위기 이후 불기 시작한 

주택⋅부동산 붐으로 주거를 겸한 주상복합빌딩이 초고층화 하는 현상이 나

타나기 시작하여 현재 우리나라는 40층 이상의 주거건축물 수에서 세계 4위

이고, 세계 100대 주거용 건물 가운데 9동이 국내에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서는 도심의 업무용 초고층화가 주요 도시에서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는 초고층 건물에 필요한 기술력의 확보와 높은 투자비용 대비 경제성이 

충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00층 이상의 건물의 소유로 인해 파생되는 기

업이나 주변 지역의 부가가지 상승, 건물 높이에 따른 설계⋅시공기술 개발

에 대한 국가와 기업의 자존심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제자유구역

으로 조성되는 인천 송도 국제 업무 단지에는 68층 305m 높이에 사무실, 

상업시설, 호텔, 전망대 등을 갖춘 동북아 트레이드 타워가 2010년 완공을 

앞두고 있고 151층 610m 높이의 인천 타워, 인천 청라지구에는 110층 

450m 높이의 인천 시티타워가 2013년 완공을 목표로 건립이 추진되고 있

다. 그리고 잠실에 제2롯데월드가 123층, 상암동의 DMC 랜드마크 빌딩이 

133층, 여의도에는 1985년에 지어진 63빌딩과 함께 최고 72층 높이의 파크

원, 서울국제금융센터가 2011~2013년에 차례로 완공되면 국내외 금융회사

들의 입주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초고층 건물의 계획은 계속 이

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높이 개념보다는 디자인과 편리성 측면에서의 발달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러한 국내 주요 초고층 건물 현황 및 계획안은 (그림 

2.4), <표 2.5>, <표 2.6>과 같다.

10) 국토경제신문(www.lenews.co.kr), 창간1주년 기념 특집 / 주목받는 건설 신기술 ① 초고층 

   빌딩 축조 기술, 2009.5.20

11) 이복남, “국내 초고층 건축물 현황과 미래 건설산업 전략”, 초고층 건축물 디자인과 설계 기술 

P.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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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국내 주요 초고층 건물 현황 및 계획안  

Building name City Year Stories(F) Height(m)

Tower Palace Three, Tower G Seoul 2004 73 264
Mokdong Hyperion Tower A Seoul 2003 69 256
63 Building Seoul 1985 60 249
Mokdong Hyperion Tower B Seoul 2003 63 239
The First World Tower 1,2,3,4 Incheon 2008 64 235
Tower Palace one, Tower B Seoul 2002 66 234
WTCS Trade Tower Seoul 1988 54 228
Centum Fiesta Tower A,B Busan 2008 61 210
Samsung Kangnam Town Seoul 2008 43 220
Tower Palace One, Tower A,C Seoul 2002 59 209
Gangnam Finance Center Seoul 2000 45 204
Mokdong Hyperion Tower C Seoul 2003 54 201

<표 2.5> 국내 주요 초고층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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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ding name City Year Stories(F) Height(m)

ARCHIPELOGO21 Landmark Tower Seoul 2016 150 665
Sangam DMC Landmark Building Seoul 2015 133 640
Songdo Incheon Tower Incheon 2013 151 610
The Second Lotte Tower Seoul 2013 123 555
Global Business Center Seoul 2015 110 550
Haeundae Treple Square Tower A Busan 2015 117 511
Busan Lotte World Busan 2014 120 510
Green Gateway Seoul 2015 114 500~600
Incheon City Tower Incheon 2013 110 450
Busan World Business Center Busan 2015 106 448
Parc1 Tower A Seoul 2011 72 334
NE Asia Trade Tower Incheon 2010 68 305
Three International Finance Tower Seoul 2011 55 279
Parc1 Tower B Seoul 2011 59 271
Cyclone Tower Cheonan 2011 51 251

<표 2.6> 국내 주요 초고층 계획안

2.1.3. 초고층 건물의 에너지 소비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초고층 건물의 에너지 

소비 문제가 큰 이슈로 부상하고 있지만 초고층 건물이 에너지 다(多) 소비 

건물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실정이다.

초고층 건축 옹호론자들은 초고층 건폐율이 낮기 때문에 오픈스페이스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고 따라서 도시 열섬효과를 낮추는데 효과적이고 결과

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기여한다고 주장한다.12) 그러나 <표 2.7>에서와 같이 

초고층 건물의 에너지 소비에 대한 기존 연구 문헌을 살펴보면 초고층 건물 

자체가 소비하는 에너지는 높은 것으로 예측이 된다. 그리고 몇몇 기관에서 

조사한 자료를 분석하면 초고층 건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다른 일반 건물

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12) 류중석, “초고층 건축 이대로 괜찮은가?” 한국도시설계학회지 통권 19호, 20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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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주요 내용

김무원, 이승일 (2007)13)

∙ 미국 에너지 정보청에서 제공하는 건물에너지 소비 통
계에 따르면 주요 연료에너지 소비량은 건물의 연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다가 다시 가파르게 증가함. 
이를 종합하여 해석하면 건물의 냉·난방에너지 소비 측
면에서 초고층 주거건물과 단독 주택보다는 중층 공동주
택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음.

∙ 초고층 건물이 지니는 속성으로 인하여 건물에너지의 
과도한 소비를 피할 수 없고, 지구온난화와 도시열섬효
과로 인하여 냉방 에너지의 소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임.

박민용(2007)14)

∙ 건물에너지의 소비량은 계절과 지리적 요인에 의한 영
향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건물의 형태와 관련이 깊은데 
특히 건물 표면적과 바닥면적의 비율(SFR:Surface 
Floor Ratio)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SFR은 기준층의 바닥 면적이 일정할 때 건물의 층
수에 따라 증가하므로 초고층 건물에서 건물에너지가 많
다고 할 수 있음.

최원기, 김헌중, 서승직
(2007)15)

건물의 체적이 동일 할 경우 층수와 바닥면적으로 만들
어지는 다양한 건물형태에 따라 에너지 소비량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총 외피면적과 벽체의 면적에 따
른 결과인데 초고층 건물과 단층 단독건물이 냉·난방 
에너지 소비에 있어서 가장 불리한 것으로 보임.

<표 2.7> 초고층 건물의 에너지 다(多)소비 문제와 관련된 연구 문헌 

서울대 환경대학원 윤순진 교수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의 가구당 월평균 소비전력이 1000kWh~1400kWh로 2008년 전국 가

구별 평균인 243kWh와 비교하여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16) 그리고 이산화탄소 배출에 있어서 저층(5층 이하), 중층(25층 이하), 

초고층(30층 이상) 공동주택의 전기와 가스 사용량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그림 2.5)에서와 같이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연간 가구당 이산화탄소 배출

량은 각각 2.95톤, 4.78톤, 8.20톤 수준이었다.17) 

13) 김무원, 이승일, “에너지와 생태환경 측면에서 본 초고층 주거 건물 평가”, 대한국토도시계획학  

 회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2007.10

14) 박민용, “에너지 다소비 건물의 소비인자 추론”, 대한건축학회논문집, v14, n3, 1998.3 

15) 최원기 외, “동일 체적의 건물 형상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 패턴에 대한 분석 연구”, 한국태양에

너지학회 논문집, v27, n2, 2007.6

16) 윤순진, “초고층 탑상형 건축물, 에너지 관점에서 다시보기”, 에너지 전환회지 통권 제6호,  

    2007

17) 이지언, “초고층 탑상형 공동주택, 이대로 계속 지어져도 좋은가”, 서울환경연합이 주최한 '에

너지 자립형 주택, 어떻게 가능한가' 토론회 발표 자료, 200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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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공동주택 높이별 가구당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

그리고 2006년 더 시드니 모닝 헤럴드의 분석에 따르면 (그림 2.6)18)에

서와 같이 초고층 주택의 가구당/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0.4톤/5.4톤으

로 타운하우스와 빌라보다 2배 이상의 배출량을 나타내었다. 

(그림 2.6) 주택 유형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2007년 에너지경제연구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에너지 사용량 

의 23%가 건물 부문에서 소비를 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건물 부문에서 

18)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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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 견주어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건물이 

차지하는 에너지 소비량의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최근 초고층 건물이 도시 

곳곳에서 위용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이 되어 만약 초고층 건물에 대한 에너

지 절약 방안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도 건물 분야의 에너지 소비량이 

선진국처럼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따라서 초고층 건물의 에너지 소비 

억제를 위하여 각종 친환경 기술 도입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최근 대두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과 화석연료 고갈 문제로 자연 에너지를 이용하는 대체에

너지 기술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980년대부터 꾸준히 진행되어온 

자연 에너지의 건물 적용 노력은 대표적 대체에너지원인 태양에너지를 이용

한 냉·난방 온수 급탕시스템, 자연채광 시스템 등이 주를 이루어 왔으며, 

1990년대 후반부터 태양광 발전 시스템과 지열시스템에 대한 관심 및 투자

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건물에 적용할 수 있는 재생에너

지원 중에서 태양광, 태양열, 지열시스템은 기술력 확보로 인하여 활발히 적

용되고 있으나 풍력발전시스템의 건물 적용은 충분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

워 적용 현황은 전무한 실정이다. 그러나 앞으로 수요가 크게 증가할 초고층 

건물에서 풍력발전시스템은 충분한 높이 확보로 인하여 초고층 건물의 에너

지 절약 방안 중의 하나로서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예상이 된다.

2.2. 건물설치형 풍력발전시스템 이론적 고찰

2.2.1. 풍력발전시스템 개요

1) 풍력발전시스템 정의

풍력발전은 자연 상태의 무공해 에너지원으로 현재 기술로 대체에너지원 

중 가장 경제성이 높은 에너지원으로써 바람의 힘을 회전력으로 전환시켜 발

생되는 전력을 전력계통이나 수요자에 직접 공급하는 기술이다. 풍력발전은 

이론적으로 바람에너지 중 59.3%만이 전기에너지로 바뀔 수 있는데 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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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으로 20~40%만이 전기에너지로 이용이 가능하다.19)

19)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 R&D 전략 2030-풍력,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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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풍력발전시스템 분류

풍력발전시스템을 분류함에 있어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형상과 

기능에 따라 <표 2.8>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분류기준 형식(type)

회전축방향

수평축 풍력발전시스템(프로펠러형, HAWT, horizontal axis
wind turbines)
수직축 풍력발전시스템(다리우스형 및 기타, VAWT, vertical
axis wind turbines)

공력이용방식
양력방식 (lift types)
항력방식 (drag types)

운전방식
정속운전 (fixed rotor speed turbines)
가변속운전 (variable rotor speed turbines)

출력제어방식
실속제어방식 (stall regulated types)
피치제어방식 (pitch regulated types)

전력사용방식
계통연계방식 (grid connected types)
독립 및 복합운전 (stand-alone hybrid types)

계통연계방식
전용량컨버터 (full scale frequency converter)
부분용량컨버터 (partial scale frequency converter)

증속기 사용여부
간접구동식 (geared types)
직접구동식 (gearless types)

발전기 종류
동기발전기(synchronous generators)
유도발전기 (induction generators)

수풍 방향
전방향형 (upwind types)
후방향형 (downwind types)

설치 위치
육상풍력터빈 (onshore types)
해상풍력터빈 (offshore types)

<표 2.8> 풍력발전시스템 분류 

이 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분류하는 방법은 회전축 방향에 따라 (그림

2.7)에서와 같이 수평축 풍력발전시스템과 수직축 풍력발전시스템으로 분류

하는 것이다. 즉,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과 평행하게 축이 놓이는 것을 수평축

풍력발전시스템, 수직으로 설치되는 것이 수직축 풍력발전시스템이다. 수평

축, 수직축 풍력발전시스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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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회전축 방향에 따른 분류 

가) 수평축 풍력 발전시스템

회전축이 바람의 방향에 대해 수평인 시스템으로 타워와 로터의 위치에 따

라 맞바람 형식(upwind type)과 뒷바람 형식(downwind type)으로 구분한다. 

수평축 풍력발전시스템은 바람에너지를 최대한 받기 위한 바람추적 장치가 

필요하며 시스템 구성이 다소 복잡하나 에너지 변환 효율이 높아 현재 가장 

안정적인 고효율 풍력발전 시스템으로 세계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나) 수직축 풍력 발전시스템

회전축이 바람의 방향에 대해 수직인 풍력발전시스템으로 바람의 방향에 

관계가 없어 사막이나 평원에 많이 설치하여 이용가능하나, 그 소재가 비싸

고 효율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대표적인 수직축 풍력 발전시스템 종류로

는 (그림 2.8)에서와 같이 일정한 단면형상의 원호형상 날개의 양끝을 수직

축을 2~3매로 붙인 형상의 다리우스 형(Darrieus Type)과 수직으로 붙여

진 대칭 익형 블레이드(매수는 2~4매)가 풍향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최적의 

받음각을 얻는 구조의 자일밀로 형(Gyromil Type)이 있다. 그리고 핀란드

인 S.J 사보니우스(Savonius)에 의해 1920년대에 고안된 사보니우스 형이 

있으며, 반원통형의 날개를 마주보게 하여 편심 시키고 있다. 

     

(그림 2.8) 대표적인 수직축 풍력발전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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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건물설치형 풍력발전시스템 개요

1) 건물설치형 풍력발전시스템(Building Mounted Wind Turbine) 정의

건물설치형 풍력발전시스템은 건물일체형 태양열 시스템이나 태양광 발전

시스템과 같이 모듈화, 소형화하여 건물의 외벽이나 또는 옥상에 배치하여 

의장적 요소와 기능적 요소를 동시에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의 할 수 있다. 

(그림 2.9) 건물설치형 풍력발전시스템 개념도

2)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의 기준

 일반적으로 소형 풍력발전시스템에 대한 규정이나 범위는 명확하게 규정

되어 있지 않고 각 나라와 조사 기관마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다. 현재 일

본에서는 <표 2.9>에서와 같이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을 세분화하여 나타내고 

있으며 그 중에서 마이크로풍력과 미니풍력이라고 분류하는 5kW 이하가 압

도적으로 많이 설치되고 있다.

Section Generation(kW) Rotate R(m) Max (rPm) Expenses

Micro 1 1.5 700 Light yacht

Mini 5 2.5 400 Garden house

Small 20 5 200
island untapped 
area 

<표 2.9> 일본의 소형 풍력발전시스템에 대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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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NREL(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에서는 풍력발전시스

템 규모를 용처와 함께 <표 2.10>20)와 같이 구분하고 있다. 

Scale Small Intermediate Large

Capacity <10kW 10~250 kW 250 ~2+kW

Application

Homes, Farms
Remote Application
(water pumping,
telecom sites, 
icemaking)

Village Power
Hybrid system,
Distributed Power

Central Station
Wind Farm,
Distributed Power

<표 2.10> NREL의 소형풍력발전시스템에 대한 정의 

 또 다른 분류로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에서는 

로터 회전면적 40㎡(로터직경 7.1m) 이하를 소형 풍력발전시스템으로 정의

해 왔지만 2000년부터 로터 회전면적 200㎡(로터직경 16m) 이하로 정의 

범위가 확대 되었다. 이 경우는 수평축 풍력발전시스템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며 수직축 풍력발전시스템의 경우에는 발전용량에 의한 분류도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3) 소형 풍력발전시스템 구성

수평축 소형 풍력발전시스템의 구조는 기계적 구성 부품에서 볼 때는 로터

블레이드, 발전기, 방향 날개, 타워, 기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기적 구성 

부품은 발전기, 차단 스위치, 전력변환 및 컨디셔닝 부품, 전력적산기, 회로브

레이커 패널 등으로 구성21)되어 있다. 

주요 구성품의 기능 및 특성은 다음과 같다.

가) 블레이드

바람에너지를 회전력으로 변환시키는 장치로 풍력발전시스템 성능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공기역학(aerodynamics)이 상당히 중요하게 사용되

므로 블레이드 설계가 중요하다. 풍력발전시스템은 1개, 2개 그리고 3개의 

블레이드를 사용하는데 1-blade는 소음과 외관상의 문제를 발생시키며 큰 

20) L.Flowers. What Are You- Small, Medium or Large?, 2002, 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 http://www.idwr.state.id.us/energy/wind/flowers_what.ppt 

21) 황병선, 김실근, “소형풍력”, 최선 풍력터빈의 이해,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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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잉 모멘트가 작용하며 불규칙한 토크를 발생시키므로 잘 사용되지 않는다. 

2-blade은 티터링 모션이 크며 소음과 외관상 문제를 다소 발생시킨다. 

3-blade는 티터링 블레이드라고도 하는데 대부분의 대형 풍력발전시스템에 

채택되고 있으며 현재 가장 안정적인 시스템이다. 제작용 재료로는 섬유

(Fiber), 수진(Resin), 발사(Balsa)폼 등이 주로 사용된다.

나) 발전기(Generators)

소형풍력발전시스템에서 생산되는 초기 전기는 전압과 주파수가 변동하는 

대개 3상의 불균일한 교류(AC)이다. 이것이 직류로 정류되어 축전지에 저장

되거나 계통연계형 인버터로 공급된다. 간단한 구조와 낮은 가격의 유지를 

위하여 영구자석을 사용하며, 직접 구동식으로 증속기나 벨트를 사용하지 않

는다.

다) 브레이크(Brakes)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써 소형풍력의 경우 대개 간단한 기계적인 

원리를 활용한다. 풍속이 높아질 경우 로터를 위 혹은 측면방향으로 기울여

서 주풍향으로부터 비켜나도록 하거나, 블레이드 피치를 변경하는 방법을 사

용한다. 유지보수를 위하여 풍력발전시스템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을 때도 브

레이크를 사용한다. 

라) 에너지 저장 장치(Energy Storge Devices)

독립전원형이나 계통연계형이지만 비상 배터리를 에너지 저장 장치로 사용

한다.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축전지를 병렬형태로 연결하여 사용한다.

마) 타워(Towers)

소형풍력의 경우 타워가 차지하는 비용이 매우 높아 풍력발전자체의 가격

보다 높은 경우가 많다. 타워의 형태는 세 종류가 사용되는데 기울여서 조립

한 세우기(tilt-up), 고정줄 방식(fixed-guyed), 자주식(freestanding)의 세 

가지 방법이 일반적이며, 주변의 지리적 상황, 비용 등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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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건물설치형 풍력발전시스템 시장 전망 및 기술 수준

1) 세계 풍력발전 시장 현황 및 전망

1990년대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인한 환경문제와 자원의 고갈 우려, 고유

가 시대에 대한 대책으로 세계 각국은 자국의 여건에 맞는 지원육성 프로그

램을 수립하여 풍력산업의 발전을 주도하기 위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이

에 따라 세계 풍력발전 시장은 2005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그림 

2.10)의 세계 풍력발전 누적용량 추이를 살펴보면 2001~4년간 연평균 

8.1% 성장한데 반하여 2005년 59,091MW, 2006년 74,052MW, 2007년

93,835MW, 2008년에는 약 120GW로 연평균 32.9%나 성장을 하였다.  신

규 발전설비에서도‘97년 1.5GW에서‘07년 27GW로 연평균 30% 고속 성

장을 하였다.22)

(그림 2.10) 세계 풍력발전시스템 누적용량 추이

시장 전망에 있어 (그림 2.11)에서와 같이 2008년 금융위기로 자금 조달 

어려움이 가중되어 2009년 세계 풍력 시장은 전년대비 12.5% 증가한 

30GW, 누적용량은 151GW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 하지만 이후 회복이 되

면서 연간 16~17% 성장이 2013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어, 2013년에

는 2008년 시장 규모 두 배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23)

22) GWEC, “GLOBAL WIND REPORT”, 2008

23)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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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세계 풍력발전시장 전망 

2) 소형풍력발전 시장 현황 및 전망

소형풍력발전 시장은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

인데 미국 풍력 에너지 협회(American Wind Energy Association)에 자료

에 따르면 소형 풍력분야의 세계시장은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등의 국가

가 주도하고 있으며 그 외 25개국 들이 생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100kW 이하의 세계 소형 풍력발전 시장은 18,894기를 판매하고 

신규 설치용량은 38.7MW로 전년대비 53%의 성장률을 보였다. 소형풍력발

전시장이 가장 활발한 미국을 살펴보면 (그림 2.12)에서와 같이 2008년 한

해 10,386기를 판매하는 실적을 보여 전년대비 14%가 증가하였다. 신규설

치용량도 17.3MW로 전년대비 78%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그리고 2013

년에는 소형풍력발전으로 인한 누적설치용량이 1,700MW에 이를 것으로 내

다보고 있다.24) 이 중에서 도심지나 건물에 적용하는 소형풍력발전 비율은 

(그림 2.13)에서와 같이 2008년 기준으로 전체 200기를 설치하여 미국 전

체 소형 풍력발전 시장의 0.002%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적은 비율이지만 

2007년 100기에 비하여 증가하였고 미국 연방정부가 소형 풍력발전 소비자

에게 장기 인센티브를 부과하기로 함에 따라 최소 5년 내 시장이 30배 이상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4) AWEA, “AWEA Small Wind Turbine Global Market Study”,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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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12) 미국 소형풍력시장 전망 

 

(그림 2.13) 소형풍력발전 설치유형 비율 

영국은 자국 내 소형 풍력시스템 시장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 들

어 세계에서 소형 풍력제품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이다. 영국풍력협회

(BWEA)에 따르면 영국의 초·소형 풍력발전시스템 제조사만 15곳이 넘는

다. 이들 업체는 다양한 디자인을 선보이며 2005년부터 영국 내에만 1000

여개의 초·소형 풍력발전시스템을 설치했다. 2008년 영국에 설치된 초·소

형 풍력발전은 7.24MW에 달했으며 연간 24.5GWh의 전기를 생산했다. 그

리고 2020년께 1.3GW 상당의 초·소형 풍력발전시스템이 설치돼 연간 

1.7TWh가 발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중에서 건물에 설치하는(Building 

mounted) 소형풍력발전은 <표 2.11>에서와 같이 2010년 6,608가 설치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 독립형(Free Standing) 소형풍력발전을 넘어 설 것으로 

전망된다.25)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Building
mounted

2 380 1,054 663 940 6,608

Free
Standing

1,161 1,852 2,733 2,790 3,547 5,517

Total 1,163 2,232 3,787 3,453 4,487 12,125

<표 2.11> 영국 소형풍력발전 설치현황 및 전망              (단위: unit) 

25) BWEA, "Small Wind Systems UK Market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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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계 소형풍력발전 기술 개발 동향 및 건물 설치 운용 사례

가) 세계 소형풍력발전 기술 개발 동향

소형 풍력발전시스템의 기술 분야로는 요소 설계 및 해석, 요소기술의 조

합 및 전체 시스템의 신뢰도 및 안정성 확보 기술로서 분류할 수 있다. 향후 

소형 풍력발전시스템의 시장은 지속적으로 그리고 획기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선진국에서는 소형 풍력발전시스템의 

요소 부품에 대한 설계 및 해석기술을 활용한 고신뢰도를 가진 소형 풍력 기

기 개발에 노력하고 있으며, 이미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상용화 단계에 접어

든 상태이다.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의 용량도 수백 W에서 30kW급까지로 다양

한 용량으로서 기술수요에 대비하고 있으며, 설계 수명도 20년 이상의 신뢰

성 높은 기술을 선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소형풍력발전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개발전망도 매우 밝아서, 소형 풍력발전시스템의 단점이었던 저변환 

효율의 극복과 대량생산에 의한 저가화도 곧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나) 국외 건물 설치 풍력발전 운용 사례

(그림 2.14)는 Aero Vironoment에서 개발되어진 Architectural Wind 모

델을 건물 옥상에 설치한 사례이다. Architecture Wind는 건물의 측면에서 

옥상으로 올라오는 바람을 이용하여 전력을 발생시킨다. 단위모듈의 높이 

1.8m, 폭 2.6m, 무게 27kg이며, 날개의 직경 1.2m, 정격출력 400W로 건물 

파라펫에 위치시키는 컴팩트형 윈드 터빈 방식이다.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풍속은 3.1m/s이고, 최대 45m/s의 바람에서까지 견딜 수 있다. 한 개의 풍

력발전시스템으로 1개월에 55k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으며, 대도시 중심

지 건물이나 교외지역에서 간단하게 설치 할 수 있다. 

(그림 2.14) Architecture Wind가 적용된 건물설치형 풍력발전 운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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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는 미국 시카고 소재의 Mercy Housing 전경이다. 이 건물에 

설치된 풍력발전시스템은 Aerotecture에서 설계한 520H 모델로 8대의 수

평축 풍력터빈을 건물 지붕에 설치하였다. 각 모듈의 2중 로터 사이에 위치

한 2.5kW 교류발전기를 통해 가변 3상 교류전기가 발생한다. 8대의 Aurora 

7200 Wind Interface Unit에서 가변 3상 교류를 받아, 가변 DC로 변환시

킨다. 8대의 Aurora 3.6kW Inverter로 부터의 DC를 건물에 사용 가능한 

208W 60Hz의 전력으로 변환하여 건물 수전에 곧바로 공급하게 된다. 생산

된 전력은 건물 내의 조명 및 냉장고 부하를 충당하는데 사용되는데 연간 

16,000kWh의 전력을 생산한다.26)

(그림 2.15) Aeroturbine이 설치된 Mercy Housing 운용 사례

4) 국내 소형풍력발전 기술 개발 동향 및 건물 설치 운용 사례

국내의 소형 풍력발전 기술은 그동안 자연발생적으로 성장해온 분야인데 

이는 정부의 지원 정책이 중대형 위주로 집중되기 때문이다. 소형의 경우 

kWh당 생산단가가 높고 국내의 설치 시장이 좁기 때문에 그동안 빠른 속도

로 성장하지 못하여 2006년 R&D와 보급이 중단되었지만 최근 정부에서 그

린홈 100만호 보급 사업에 소형풍력을 추가하고 도서지역과 그린빌리지 등

을 시작으로 소형풍력 보급에 활발히 나서고 있다. 그리고 대형 건설사들도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데 그치지 않고 필요한 에너지를 직접 만들어 쓰는 아

파트를 선보이면서 소형 풍력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형풍력발전시스

템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중소규모의 제조업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고 소형

풍력 R&D 분야에서도 지난 7월 지식경제부의 원천기술연구센터 풍력 부문

26) 윤종호, 건물일체형 풍력발전(BiWP) 기술현황, 한국건축친환경설비학회지, v2 n1, 20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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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군산대가 선정돼 “도시형” 풍력발전기술 개발에 착수했다. 그리고 한국

에너지 기술연구원과 금풍에너지는 중소기업청의 지원을 받아‘3kW 급 건

물에 적용 가능한 저소음 저진동 H-로터 풍력터빈 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등 국내에서도 소형풍력발전 기술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27) 최근에는 

태양광과 풍력발전시스템을 접목한 하이브리드형 시스템이 각광을 받고 있는

데 햇빛이 좋은 날에 태양광발전, 흐리거나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부는 날에는 

풍력발전시스템으로 전력을 생산하게 되어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 외딴섬이나 

바람이 약한 도심지역에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소형 풍력발전시스템에 

적용 되는 발전 단가와 설치 단가로는 경제성을 확보할 수가 없고 지자체나 

공공기관 등 소비자 입장에서는 에너지 관리공단의 인증을 받은 제품이 없어

서 보급이 활성화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국내

의 경우 풍력발전시스템을 건물에 설치시켜 건물 전력의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사례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 제주도, 강원도에서 대규모의 풍력발전단지

를 통하여 대형 풍력발전시스템을 위주로 가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국내의 소형풍력발전 사례는 (그림 2.16)에서와 같이 풍력과 태양광

발전이 결합된 하이브리드형의 가로등이나 건설회사의 실험연구동에 설치하

여 실증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수준이다. 

(그림 2.16) 국내 소형풍력발전시스템 운용 사례 

27) 한국에너지신문, “2009년은 소형풍력 보급 ·R&D ·산업화 원년”, 200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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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초고층 건물의 풍력발전시스템 적용 사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초고층 건물에 풍력발전시스템을 설치시킨 사례는 두

바이 마나마에 있는 바레인 월드트레이드센터가 유일하다. 그러나 초고층 건

물 수요 증가에 따른 에너지 절약측면에서 초고층 건물에 풍력발전시스템을 

설치시켜 완공을 앞둔 건물과 계획안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초고층 건물의 풍력발전시스템 적용 사례를 조사하여 적용 형태

와 적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2.3.1. 국외 적용 사례

1) 완공 건물 사례

가) 바레인 월드 트레이드센터 (Bahrain World Trade Center)

바레인 월드트레이드센터는 세계 최초로 초고층 건물에 풍력발전 시스템을 

설치시킨 첫 사례이다. 이 건물은 2개동 50층 240m 규모로 2008년 4월 완

공이 되어 사무실, 쇼핑몰, 레스토랑, 주차장 등 복합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

다.28) 바레인 월드 트레이드 센터는 독특한 기후적인 장점으로 인하여 풍력

발전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데 건물이 페르시아만 끝에 위치하여 매일 아침

마다 태양이 바레인 섬을 내리쬐면 뜨거운 공기가 상승하게 된다. 그러면 기

압이 낮아져서 바다의 차가운 공기가 밀려오는 순환이 매일 일어나게 되어 

하루의 60%는 바람 부는 날씨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기후적인 장점

을 이용하여 (그림 2.17)에서와 같이 두 건물 사이를 잇는 30m 연결 다리

에 풍력발전시스템 3기를 설치하여 건물 전력의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28) http://www.bahrainwtc.com/realestate.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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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 바레인월드트레이드센터 조감도 및 기후 특성 

건물에 적용된 풍력발전시스템은 로터지름 29m, 225kW급 수평형 풍력발

전시스템 3대로 설치 효과는 전체 건물에서 소비되는 에너지의 11~15%인 

1100~1300MWh/year (Turbine #1-340~400MWh/year, Turbine #2- 

340~400MWh/year, Turbine #3-400~470MWh/year)29)을 생산하고 약 

55,000kgC의 CO₂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 설치비용은 구

체적인 금액은 알려져 있지 않고 총공사비의 3.5%가 사용되었다. 이 건물에 

설치된 풍력발전시스템의 개요는 <표 2.12>과 같다.

Nominal electric power generated 225kW

Power regulation Stall

Rotor Diameter 29m

Rotor Speed at full load 38rpm

Yaw system Fixed yaw

Cut in wind speed 4m/s

Cut out wind speed
20m/s (5-minute rolling average) -
reduced  from 25m/s for this application

Maximum wind speed for blades 80m/s(any direction) class Ⅳ hurricane≥69m/s

<표 2.12> 풍력발전시스템 개요

 

29) RiICHARD F. SMITH, SHAUN KILLA, Bahrain World Trade Center(BWTC) :The First 

Large-Scale Integration of Wind Turbines in a Building,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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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완공 예정 및 계획안 사례

가) 펄 리퍼 타워 (Pearl River Tower)

펄 리퍼 타워는 중국 광저우에 71층, 310m의 규모로 2010년에 완공 예

정인 건물이다. 이 건물은‘Net Zero Energy'를 목표로 세계에서 가장 에너

지 효율이 높은 초고층 건물을 만들기 위하여 풍력뿐만 아니라 BIPV, 고성

능 건물 외피 등 다양한 에너지 절약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풍력발전시스

템의 경우 (그림 2.18)에서와 같이 건물 전면에 한 쌍의 큰 개구부를 만들어 

개구부가 바람이 지나가는 통로 역할을 하여 풍력발전시스템을 가동함으로써 

건물의 에너지의 일부분을 담당하게 한다. 이 방법은 풍력발전시스템을 가동

할 수 있는 바람의 방향에 제약을 받지만 난류를 감소시킬 수 있고 자연친화

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림 2.18) 펄 리버 타워 조감도 및 풍력발전시스템 개념도

나) One World Trade Center

One World Trade Center는 2001년 9·11 테러로 무너진 세계 무역 센

터 자리에 지어지는 건물로 102층, 541m의 규모로 2013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03년 발표된 디자인에 따르면 건물에 수십기의 풍력발전시스템을 설치

하여 세계 최초로 도심에 적용한 풍력발전단지(Wind Farm) 건설을 목표로 

하였으나 2005년에 확정된 최종 디자인에는 이 계획이 변경이 되었다. 본 

장에서는 초고층 풍력발전시스템 적용 형태 및 유형 파악을 위한 조사를 목

적으로 하므로 2003년 디자인을 바탕으로 조사를 하였다. 

One World Tower는 (그림 2.19)에서와 같이 높은 높이를 충분히 활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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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70층까지(300m~330m)는 사람이 거주하고 그 이상의 높이에는 그물 모

양의 대규모 개방공간을 두어 최대한의 바람을 얻고 주변 건물의 영향을 최

소화하는 풍력발전시스템 적용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북서쪽에서 불어

오는 바람을 최대한 얻기 위하여 건물의 형태를 비트는 디자인을 적용하였

다. 이러한 풍력발전시스템 도입으로 건물의 연간 에너지 소비량의 20%인 

2,000MWh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된다.

  
(그림 2.19) One World Tower의 풍력발전시스템 적용 개념도

  

다) DIFC Lighthouse Tower & Starta(Castle Tower)

DIFC(Dubai International Finance Center Lighthouse Tower)는 66층, 

400m의 규모로 201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림 2.20)에서와 같이 

건물의 남측 고층 부분에 로터지름 29m, 225kW급 풍력발전시스템 3기를 

설치 할 예정이다.30) 

영국 런던의 주상복합건물인 Strata는 43층, 147m의 규모로 2010년 완공 

예정이다. 로터지름 9m의 풍력발전시스템 3기를 건물 옥상부분에 설치하여 

건물전체의 조명과 약 20세대의 전기를 제공할 수 있는 에너지를 생산할 것

으로 예상이 된다.31)    

30) http://en.wikipedia.org/wiki/Lighthouse_Tower

31) http://en.wikipedia.org/wiki/Strata_(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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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0) DIFC Lighthouse Tower와 Strata에 적용된 풍력발전시스템

2.3.2. 국내 적용 사례

현재까지 국내 초고층 건물에 풍력발전을 적용된 사례는 없다. 그러나 최

근 초고층 건물 계획이 크게 증가하면서 초고층 건물에 풍력발전을 도입하려

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잠실 제2 롯데월드 건물과 상암 

DMC 랜드마크 빌딩이 풍력발전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제2 롯데월드는 (그림 2.21)에서와 같이 건물 123층 옥상에 국내 한 업체

가 개발 중인 수직형 풍력발전시스템에 설치할 계획이다. 이 풍력발전시스템

은 기존 발전기에 비해 무게가 가벼워 건물 옥상에 설치해도 하중 부담이 없

다는 장점이 있다.

    

(그림 2.21) 제2롯데월드 조감도 및 풍력발전시스템 적용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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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암 DMC 랜드마크 빌딩은 (그림 2.22)에서와 같이 지상 46층부터 최상

층까지 중앙부가 비어 있는 대나무와 유사한 평면 및 입면 형상을 지닌 초고

층 건물로서 건물 중앙부에 Interface Void로 불리는 대규모 3차원 수직 공

간이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Interface Void에서는 최상층 부위의 일사에 의

한 온도상승으로 평균 공기온도는 18~20℃로서 외부온도보다 1~3℃ 높고 

건물 최상부 첨탑부분에서의 온도는 Interface Void에서 평균 공기온도보다 

높은 20~23℃가 된다. 따라서 Interface Void에서는 연돌효과에 의해 상승

기류가 형성되고 이로 인하여 실내외 공기의 밀도차이에 의해 외부 공기가 

내부로 유입되는 메카니즘에 의해 상암 DMC 빌딩에는 최종적으로 저층부에

서는 약 4.5m/s, 상층부에서는 약 7.0m/s의 풍속이 발생32)하게 되며 이러

한 발생 풍속을 이용하여 저층부에 약 30개, 상층부에 약 60개의 풍력발전

시스템이 설치되어 연간 810MWh 공급할 계획이다.

        

(그림 2.22) 상암 DMC 빌딩 조감도 및 
풍력발전시스템 적용 개념도 

32) 김한영, “건축물 통합형 풍력발전(상암 DMC를 중심으로)”, 대우건설기술 통권 제31호, 20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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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소결

최근 초고층 건물이 가지는 상징성과 파급력으로 인하여 2010년에는 전 

세계 초고층 건물이 80개 넘고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초고층 건물이 가지고 있는 장점에 반해 에너지 소비 측면은 일반 건물에 비

해 4배 이상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저층건물에 비해 고층 건물이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매년 높은 성장률

을 기록하고 있고 2008년에는 약 120GW로 연평균 32.9% 성장하는 세계

에서 각광받는 에너지의 하나로 사용되고 있는 풍력발전시스템과 초고층 건

물의 높은 높이를 활용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이 된다.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건물에 적용할 수 있는 소형풍력발전 시장이 점차 확대되

면서 2008년 신규설치 용량이 38.7MW로 전년대비 53%의 성장을 하였고 

2013년 소형풍력발전에 의한 누적설치용량이 1,700MW에 이를 정도로 큰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소형 풍력발전 시장 중에서 건물에 적

용하는 현황은 2008년 미국 시장을 기준으로 매우 적은 점유율을 기록하였

지만 연방정부의 장기 인센티브 정책과 맞물려 건물에 적용하는 풍력발전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국내의 경우 최근 들어 정부의 지원정책과 

R&D 연구개발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소형풍력발전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증

대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기초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또한, 건물에 적

용하는 소형풍력발전도 건설회사의 실험연구동에 적용 되어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초고층 건물에 풍력발전시스템을 적용한 사례는 현재까지 바레인 월드 트

레이드 센터가 전 세계적으로 첫 번째로 완공된 사례이고 중국, 두바이, 영

국, 프랑스 등에서도 초고층 건물에 풍력발전시스템을 적용한 건물이 완공 

계획에 있다. 국내에도 현재 제2롯데월드와 상암 DMC 빌딩이 풍력발전시스

템을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등 현재 전 세계적으로 초고층 건물에 풍력

발전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 이런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 기술력 확보와 지속적인 연구 개발이 필요 할 것으로 사

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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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초고층 건물의 풍력발전시스템 적용을 위한

고려요소 도출 및 프로세스 제안

3.1. 개요

초고층 건물에 풍력발전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한 순서는 크게 3단계로 구분 

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로 풍력발전시스템을 적용하려는 지역이 충분한 풍

력에너지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파악을 해야 한다. 두 번째 단계로 후보

지에 대한 풍력발전 적용 가능성이 확인되면 건물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 단계로 후보지의 적용 가능성과 건물에 적

용 방법이 확립되면 건물에 적용할 풍력발전시스템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 져

야 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각 단계별로 필요한 고려요소를 도출하고 적용 가능성

과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그리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초고층 

건물에 풍력발전시스템을 적용하고자 할 때 필요한 적용 프로세스를 제안하

였다. 

3.2. 적용지역에 관한 고려요소

3.2.1. 풍력에너지 자원 분석

초고층 건물의 풍력발전시스템 도입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풍력발전 후보

지에 대한 풍력 자원의 분석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실제 풍력발전시스템 

설치 시 운전효율이나 경제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선정된 풍

력 자원 계측 후보지에 대한 정확한 풍속, 풍향 등 기초적인 자료를 가지고  

자원량의 예측과 궁극적인 풍력발전시스템 신뢰성의 평가를 한다.

풍력에너지 자원 분석에 필요한 측정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연직방향 풍속 분포(Wind Shear Exponent)

가장 일반적인 분석 자료는 평균 풍속을 이용하여 풍력발전시스템의 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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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평균 풍속은 풍력발전시스템을 적용하는데 매우 중요

한 요소 중의 하나여서 실측을 통한 정확한 풍속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나 

간접적인 방법으로 기상청의 기상대 및 관측소의 실측자료를 이용하여 적용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다. 현재 국내 기상청에서 관측하는 바람자료는 각 

기상대 및 관측소마다 표준관측고도가 다르지만 대체적으로10~20m 높이에

서 측정을 하고 있다. 따라서 초고층 건물 같이 높은 높이의 풍속을 예측하

기 위해서는 기상청의 실측자료를 이용하여 보정(extrapolation)을 하여야 

한다. 보정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오차가 적고 비교적 보

정이 용이한 Deacon식33)이 주로 이용이 된다.

   


 


                                     (식 3.1)         

                                      

  : 보정된 고도의 풍속과 고도

  : 실측된 풍속계의 풍속과 고도(10m) 

      ln 
ln 


ln 



 ln 


                        (식 3.2) 

  ×  : 기하학적 평균높이(m)    

               

위의 보정식에서 에 대해서는 아직 정의 되지 않은 상태이며, 는 주변 

지형의 거칠기 정도(roughness length, m)를 나타내는 주변 지형변화 요소

이다. 따라서 적용지역의 주변지형을 고려하여 <표 3.1>34)에서와 같이 각 

지형 조건에 따른 의 값을 활용하여 보정하게 된다. 이상과 같이 실측 지

점의 주변 지형의 거칠음 정도를 나타내는 , 실측높이, 그리고 보정하고자 

하는 높이를 이용하면 초고층 건물에 높이에서의 풍속에 대한 이론적인 추정

이 가능하여 적용 잠재성을 평가 할 수 있다.

33) 기상청, “풍력자원지도 개발 연구보고서“, 2007

34) 지식경제부, “풍력발전단지 건설을 위한 지침서 및 지역 수용성 제고방안 연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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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ghness 
Class

Roughness
Length, m

Energy
Index(%)

Landscape Type

0.0 0.0002 100 Water Space

0.5 0.0024 73
Completely open terr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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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ilding.
Only softly rounded h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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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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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0.2 31

Agricultural land with some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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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rrian

3.5 0.8 18 Larger cities with tall buildings

4.0 1.6 13
Very large cities with tall building and 
skyscrapers.

<표 3.1> 지형에 따른 거칠기(Roughness Length) 

2) 지표면 거칠기 정도에 따른 국내 지역 분류

<표 3.1>에서 제시한 지표면 거칠기 정도는 연구 문헌과 조사 기관마다 다

양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적용 지역에 따른 정확한 거칠기 지수를 제시하

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초고층 건물이 지어지는 지역에서 건물 높이에 해당

하는 풍속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대상 지역에 따른 거칠기 정도를 산정할 필

요가 있기 때문에 <표 3.1>에서 제시한 거칠기 정도 기준에 따라 우리나라 

지역의 거칠기 정도를 도출하였다.

우선 한 지역의 기준을 잡기 위하여 대표적인 도시 지역에 해당하는 서울 

지역을 거칠기 등급 4.0, 거칠기 지수 1.6m로 가정을 하였다. 서울 지역의 

10년간 (1999~2008년) 평균 풍속은 2.5m/s(10m 측정)로 거칠기 정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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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10m 풍속은 <표 3.2>와 같이 산정 할 수 있다.35)

Roughness 
Class

0.0 0.5 1.0 1.5 2.0 3.0 4.0

Roughness
Length, m

0.0002 0.0024 0.03 0.055 0.1 0.4 1.6

wind
speed(m/s)

7.69 6.83 5.63 5.28 4.89 3.85 2.5

<표 3.2> 거칠기에 따른 10m 풍속 예측

<표 3.2>의 결과를 바탕으로 기상청의 풍력자원지도 관측지점 572개 지점

의 10m 풍속 실측치를 <표 3.3>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기준을 나누어 분류

를 하였다. 

Roughness Class 해당 관측 지점

0.0 (7.69m/s 이상) 고산

0.5 (7.69m/s~6.83m/s) 미시령, 홍도, 마라도

1.0 (6.83m/s~5.63m/s) 구덕산, 흑산도, 무등봉, 향로봉, 가파도, 해수서, 백운산 

1.5 (5.63m/s~5.28m/s)
백령도, 진도, 목덕도, 하태도, 가대암, 갈매여, 지귀도,
우도

2.0 (5.28m/s~4.89m/s) 말도, 옹도, 나로도, 심동리, 서수도 

3.0 (4.89m/s~3.85m/s)

대관령, 인천(공), 여수, 제주(공), 신지도, 덕유봉, 덕적
도, 송도, 독도, 소청도, 계룡산, 원효봉, 어청도, 거문도,
백야, 구좌, 도화, 모슬포, 초도, 호미곶, 죽변, 설악산, 
서이말, 가덕도, 간절곶

4.0 (3.85m/s~2.5m/s), 
    (2.5m/s 이하)

서울 외 477개 관측지점

<표 3.3> 거칠기에 따른 우리나라 기상 관측지점 분류

본 연구에서는 서울 지역을 거칠기 등급 4.0, 거칠기 지수 1.6m로 가정을 

하여 지역 분류를 하여 적용 기준에 따라서 지역 분류에는 차이가 나겠지만 

분석 결과 섬 지역과 산간 지방의 관측 지점을 제외하고 대부분 초고층 건물

이 시공될 수 있는 도시 지역은 거칠기 등급이 등급 4.0, 거칠기 지수 1.6m

에서 크게 변동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35) DANISH WIND INDUSTRY ASSOCIATION

 (http://guidetour.windpower.org/en.tour/wres/calculat.htm) 계산식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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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풍력 밀도

풍력밀도는 수직단면적 1㎡를 1년 동안 통과하는 바람이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를 의미한다. 풍력에너지밀도 산출은 1년간 8760시간의 1시간 평균치

로 해서 구한다. 풍력밀도의 계산식36)은 다음과 같다.

 

                                              (식 3.3)

여기서, = 풍력에너지밀도

        = 공기밀도 (kg/㎥)

       = 1시간 평균풍속

        = 1년간의 측정시간(측정이 없을 경우 8760시간)

4) 풍향 출현율

풍력발전시스템을 건물에 배치함에 있어 설치 위치를 정하기 위해서는 풍

향 출현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월별, 연간 16방위 풍향별의 출현율을 산정하

고, 각 관측지점에서의 주 풍향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이 자료에 근거하여 

주변지형 조건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풍력발전시스템의 배치를 결정한다. 

5) 풍향별 평균 속도

풍향별(16방위) 평균속도를 산출하고, 관측점에서의 국소적인 풍향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6) 최대순간풍속

돌풍에 의한 풍력발전시스템의 손상과 효율 향상을 위하여 적용 지점의 최

대순간풍속을 분석하여 풍력발전시스템 선정에 있어 적용하여야 한다. 평균

적인 강풍은 풍력발전에 있어 매우 좋은 결과를 나타내지만, 차이가 심한 경

우, 즉 돌풍이 많은 장소는 풍력발전에는 그다지 좋은 조건은 못된다.

36) 김석권, 풍력발전 기술자료와 신재생 에너지의 사례집 P64, 2009 



- 40 -

3.2.2. 도심 지역의 풍 환경 분석

1) 도심 지역의 풍 환경 분석에 대한 이론적 고찰

현재 우리나라에서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풍력발전단지는 주변 지형과 건물

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제주도와 강원도 등 바닷가나 산간지역의 개방된 지형

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초고층 건물은 도심지에 건설되는 것이 

상당수이기 때문에 풍력발전시스템을 적용하는데 있어 기존의 개방된 지형에 

설치되는 풍력발전단지의 풍 환경 특성과는 다른 특성을 보여 도심지의 풍환

경 특성을 이해 할 필요가 있다. 

지표면으로부터 200m~2km 상공에는 기압차에 의해 유도되는 지균풍

(Geostropic Wind)이 불고 있으나 지표면으로 내려올수록 지형⋅지물에 의

해 마찰력이 커지게 되어 상대적으로 풍속은 감소하여 지표면에서의 풍속은 

0이 된다. 이러한 풍속의 연직구조를 대기경계층(Boundary Layers)이라고 

하며, 지표면의 유형에 따라 (그림 3.1)37)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일반적으

로 도심지역의 풍속은 개방된 지역에 비해 30% 정도 감소되며, 고층 건물이 

밀집된 지역에서는 와류와 제트기류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도심지

역에서는 지표면으로 내려올수록 풍속 변화가 심하지만 개방된 지형은 도심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지표면에 가까워지더라도 풍속 변화가 심하게 일

어나지 않는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특성에 따라 도심지에서는 풍속 변화가 

심하여 일정한 풍속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풍력발전시스템을 적용하기가 매

우 비효율적이었다. 그러나 풍속은 일정 높이 이상에서는 일정해지고 강한 

풍속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초고층 건물에서의 풍력발전시스템을 적용

하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그림 3.2)의 대기경계층 그래프에 따르면 개방된 지형의 경우는 400m 

이상의 높이에서 풍속이 일정해지는 최대의 풍속을 얻을 수 있고 도심지역에

서는 500m 이상의 높이에서 풍속이 일정해지는 최대의 풍속을 얻을 수 있

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최근 500m 이상의 초고층 건물이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잠재성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37) http://www.kaper.us/basics/BASICS_040502_hunt_windflow.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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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대기경계층 그래프 

 

2) 도심 풍 환경 실증 연구

도심지와 개방된 지역의 높이에 따른 풍속 변화 패턴을 실증적으로 검증하

기 위하여 서울 지역의 평균 풍속값을 기준으로 지표면 거칠기 정도에 따른 

풍속 변화를 분석하였다. 서울 지역을 거칠기 등급(Roughness Class) 4.0

으로 설정하고, 지표면 거칠기 등급(Roughness Class)을 0.0, 1.5, 4.0으로 

3단계로 나누어 지표면에서 150m 높이까지의 풍속 변화 패턴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그림 3.2)에서와 같이 개방된 지형에 해당하는 Roughness 

Class 0.0은 10m에서 150m의 높이까지 풍속 차이가 1.92m/s, Roughness 

Class 1.5는 2.74m/s, Roughness Class 4.0은 3.69m/s로 도심지는 개방

된 지역에 비하여 풍속 변화가 약 2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2) 지표면 거칠기에 따른 풍속 변화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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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경계층 그래프의 분석과 실증 연구를 통하여 도심지에서는 지표면에서 

가까워질수록 충분한 풍속 확보가 어려워 풍력발전시스템을 적용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지만 초고층 건물은 높은 높이를 활용할 경우 주변 건물과 지형

에 영향을 적게 받고 높은 풍속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풍력발전시스템을 적

용하는데 잠재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현재 국내 초고층 건물 계획안

이 발표된 대도시를 중심으로 풍속 예측을 통하여 적용 잠재성을 분석하였

다. 평균 풍속은 1999~2008년 값을 이용하였으며 Deacon식을 이용하여 보

정하였다. 선정 도시의 기상 측우소 개요는 <표 3.4>와 같다.

지점 위도 경도 풍속계 지상높이 평균 풍속

서울 37  〬 34′ 126  〬57′ 10 m 2.2 m/s
인천 37  〬 29′ 126  〬37′ 10 m 2.6 m/s
부산 35  〬 06′ 129  〬02′ 17.8 m 3.4 m/s
제주 33  〬 30′ 126  〬31′ 12.3 m 3.3 m/s

<표 3.4> 선정 도시 기상 측우소 개요 

높이에 따른 풍속 보정 결과 <표 3.5>에서와 같이 초고층 건물의 기준이 

되는 200m에서는 부산 5.7m/s, 서울 6.3m/s, 인천 6.5m/s, 제주 7.4m/s으

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기경계층 그래프의 이론 고찰에서 도심지역의 풍속이 

일정해지는 500m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부산 6.6.ms/, 서울 7.2m/s, 인천 

7.4m/s, 제주 8.3m/s 으로 나타나 일반적으로 소형 풍력발전시스템을 적용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풍속이 3~5m/s인 것을 감안하면 풍속 측면에서는 

적용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서울 인천 부산 제주

200m 5.7 6.5 6.3 7.1
300m 6.1 6.9 6.7 7.5
400m 6.4 7.2 7.0 7.8
500m 6.6 7.4 7.2 8.0
600m 6.8 7.6 7.4 8.2
700m 7.0 7.8 7.5 8.3
800m 7.1 7.9 7.6 8.4
900m 7.2 8.0 7.7 8.5
1000m 7.3 8.1 7.8 8.6

<표 3.5> 높이에 따른 보정 풍속 결과 값                    (단위: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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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선정도시의 높이에 따른 풍속변화

 

3) 소결

풍력발전시스템을 적용하는데 있어 풍속은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초

고층 건물이 풍력발전시스템을 적용하기 힘든 도심지에서 대부분 건설되지만 

건물의 높은 높이를 활용할 경우 일반적인 소형 풍력발전시스템의 시동 풍속 

이상의 6~7m/s 풍속은 확보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잠재성은 충분하다고 판

단된다. 따라서 초고층 건물에 풍력발전시스템을 적용하는데 있어 풍속은 확

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건물로 불어오는 높은 풍속을 최대

한 획득할 수 있는 건물의 위치를 파악하고 풍력발전시스템을 건물에 적용하

는 방법에 대하여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3. 적용방법에 관한 고려요소

3.3.1. 초고층 건물의 기류 흐름

초고층 건물에 풍력발전시스템 도입을 위해서는 건물로 불어오는 높은 풍

속을 확보하고 난류 발생이 적은 위치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초고층 건

물의 경우는 건물의 형태, 건물 배치형상, 주변 지형에 따라 건물 자체에서 

생기는 기류 형상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게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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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38)과 같이 두 개의 초고층 건물 사이에서의 기류 흐름은 바람

이 건물로 불어오다가 바람이 건물 사이의 좁은 공간을 통과하면서 건물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속도보다 몇 배가 될 수 있는 풍속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풍속 상승에 따라 건물에서 바람이 불어나가는 쪽에서는 난류 발생 또한 증

가하게 된다.

단독 건물일 경우 초고층 건물에 바람에 불어올 경우 건물 주변뿐만 아니

라 건물 위쪽으로 상승하여 불어나간다. 이럴 경우 바람의 난류와 역류가 바

람이 불어오는 방향의 건물 외벽 근방에 발생을 하고, 바람은 감아 돌면서 

건물의 위쪽으로 향하여 꺾이는 수직굴절현상(Vertical Deflection)이 발생

한다. 상승하는 바람은 건물 상부에서 수평으로 부는 바람의 속도를 상당히 

하락시키고 건물 뒤로 바람이 불어나가면 건물 뒤쪽에는 바람이 교란되고 풍

속이 상당히 줄어든다.

(그림 3.4) 초고층 건물의 기류 흐름

건물에서 발생하는 압력 분포를 살펴보면 (그림 3.5)39)에서와 같이 바람

이 건물에 부딪히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는 정압(Positive Pressure)이 

발생하고 건물 측면과 바람이 불어 나가는 쪽에서는 부압(Negative 

Pressure)이 발생한다. 즉, 바람이 건물에 부딪히면 바람이 건물 지붕과 측

면으로 확산되기 전에 건물 상부 가장자리 (Upper Edge)와 측면을 따라 높

은 압력(Positive Pressure)이 발생하고 풍속이 증가되며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 쪽의 가장자리 바로 뒤에서는 소용돌이(Vortex)가 발생이 된다. 그리고 

약간의 압력 증가가 발생하여 바람은 건물의 지붕과 측면을 따라 빠르게 지

나 건물 뒤로 이동을 하고, 바람이 맴돌아 그 공간을 채우도록 야기하는 거

대한 저기압(Negative Pressure) 영역이 발생한다.

38) http://blog.belfortinstrument.com/2009/08/wind-instruments/surface-wind-

    modifiersbuildings-and-structures/

39) http://www.kaper.us/basics/BASICS_040502_hunt_windflow.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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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건물에서의 바람에 따른 압력 분포 

이런 원리에 따라 풍력발전시스템의 적용할 최적의 위치를 찾기 위해서는 

건물 측면의 가장자리, 지붕 부분에 바람이 가속되는 구간이나 정압과 부압

의 압력차이로 인하여 건물에서 충분한 풍속을 얻을 수 있는 위치를 찾아야 

한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내용은 일반적인 이론에 따른 방법이고 건물 형태에 

따라 기류 패턴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하고 효율적인 풍력발전시스템의 적

용 위치를 찾기 위해서는 CFD(Computational Fluid Dynamics) 또는 풍동 

실험을 통하여 적용 건물에서 발생하는 기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3.3.2. 초고층 건물의 형태

 초고층 건물에 풍력발전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건물의 초기 설계 단

계에서 적용 지역의 기후적인 특성과 풍력발전시스템 적용 방법을 고려하여 

바람을 최대한 획득할 수 있는 건물의 형태로 설계하여야 한다. 앞에서 살펴

본 적용 사례 중에서 바레인 월드 트레이드 센터(Bahrain World Trade 

Center)와 펄 리버 타워(Pearl River Tower)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다.

 바레인 월드 트레이드 센터는 두 개의 건물 사이에 3개의 수평축 풍력발

전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데 (그림 3.6)에서와 같이 두 개의 건물이 타원형

의 단면 모양과 돛 모양의 측면 모양으로 건물이 마치 비행기 날개와 같은 

역할을 하여 페르시아 만에서 불어오는 미풍을 가속시키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건물 뒤쪽에 형성되는 부압으로 인하여 두 타워 사이에 강한 바람이 

빠져 나가는 효과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3개의 풍력발전시스템의 높이가 각

각 달라서 가장 높은 곳에 설치된 풍력발전시스템이 더 빨리 돌고 많은 전기

를 생산하지만 가장 마모가 빨리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높이가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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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탑 사이가 벌어지게 함으로써 3개의 풍력발전시스템이 같은 속도로 

회전하게 하여 상업 건물 디자인에서 풍력발전시스템의 실질적인 설치가 가

능하게 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그림 3.6) 바레인 월드 트레이드센터의 형태적인 특성 

펄 리퍼 타워의 경우 일반적으로 미적인 목적으로 건물 배치, 매싱, 평면 

계획을 하는 것에 탈피해서 바람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건물을 

배치하고, 건물의 형태와 볼륨은 풍속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공기역학적으로 

휘어진 유선형으로 계획하였다. 건물의 전면은 건물의 기계 층에 있는 한 쌍

의 개구부(opening)로 바람이 향하도록 하여 이 개구부에 들어가는 바람이 

풍력발전시스템을 가동함으로써 건물의 난방과 환기 및 냉방장치에 사용될 

에너지를 생산하게 된다.

 

           

(그림 3.7) 펄 리버 타워 형태적인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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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두 가지 사례를 바탕으로 건물 형태는 풍력발전시스템을 적용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건물 형태를 디자인하기

에 앞서 적용 지역의 기후 특성에 맞는 적용 유형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에 따라 바람을 최대한 획득 할 수 있는 디자인 적용이 필요 할 것으로 판

단된다. 

3.3.3. 초고층 건물의 풍력발전시스템 적용 유형

초고층 건물의 풍력발전시스템 적용 유형은 적용 지역에 대한 기후적인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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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모 및 배치 등 매우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결정된다. 

문헌 조사 및 사례 분석을 통하여 현재까지 풍력발전시스템을 적용하고 있

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로 도출 할 수 있다. 

‣  건물 지붕이나 측면에 설치하여 일체화 시키는 방법

‣  건물의 상·하부의 기압 차이를 이용하여 적용하는 방법

‣  벤추리 효과(Venturi Effect)를 이용하여 적용하는 방법

건물 지붕이나 측면에 설치하는 방법은 초고층 건물에서 일반적으로 적용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초고층 건물의 높은 높이와 건물의 형태에 따라 발생하

는 강한 바람을 이용하여 풍력발전시스템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One World 

Tower 등의 초기 계획안에서 적용한 방법이다. 

건물의 상·하부의 기압 차이를 이용하는 방법은 국내에서 시공 중인 상암 

DMC 빌딩에서 적용하는 방법으로 그동안 건물 높이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연돌효과가 문제가 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었지만 역으로 연

돌효과를 이용하여 풍력발전시스템을 설치 통해 전력을 생산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건물 외부에 설치하지 않고 건물 내부에 풍력발전시스템을 설치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바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벤추리 효과를 이용한 방법은 대표적으로 바레인 월드 트레이드 센터와 펄 

리버 타워에서 적용한 방법으로 바람이 통과하는 공간을 좁게 하여 최대한 

바람을 가속시켜 풍력발전시스템의 발전 성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위의 3가지 적용 방법 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건물 외부에 풍력발전시스템

을 일체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인 건물 지붕과 측면, 벤추리 효과를 이용한 방

법에 대해서 적용 유형을 도출하였다. 일반적으로 초고층 건물이 도심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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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 건설이 되고 풍력발전성능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는 건물의 고층부

분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건물의 고층 부분을 활용한 

적용 유형 개념도를 (그림 3.8)과 같이 도출하였다. 

(그림 3.8) 초고층 건물의 풍력발전시스템 적용 유형 개념도

Case 1은 건물의 지붕에 설치하는 유형으로 가장 일반적이고 안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 Case 2는 건물의 양 측면에 풍력발전시스템을 설

치하는 유형으로 현재까지 적용된 사례는 없지만 초고층 건물에서는 적용 가

능한 방법 중의 하나로 판단된다. Case 3~4는 건물 고층의 일정 층부터 지

붕까지 관통을 시켜 생긴 공간에 풍력발전시스템을 설치하는 유형이고 Case 

5는 건물과 건물 사이에 발생하는 강한 바람을 이용하여 풍력발전시스템을 

적용하는 유형이다. 이 중에서 Case 3~5의 적용 방법은 벤추리 효과를 이용

한 방법으로 다른 용어로는 건물 증강형 풍력발전(Building Augmented 

Wind Power, BAWP)이라 사용되기도 한다. 이 유형은 해안 및 산악지대에 

비해 낮은 풍력자원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왔던 도심지 풍력발전시스템의 

한계 및 제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심지 건물에서 발생하는 일부 국부적

인 부위에서의 풍속이 급격하게 증가되는 고유특성인 풍력에너지 집중효과

(Wind Energy Concentration)를 활용하여 최적 풍력 발전기 설치 위치에 

풍력발전시스템을 설치하여 풍력발전량을 크게 증대시켜 고효율화를 유도하

는 공기역학적 대안이다.40) 바람을 모을 수 있는 효율성 측면에서는 Case 

1~2에 비하여 높을 것으로 판단이 되나 이 유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탁월

한 주풍향이 존재하는 경우로 국한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것을 나타

내는 대표적인 예로 전완호의 연구(2009) 내용41)을 인용해보면  CFD를 통

40) 김한영, “건축물 통합형 풍력발전(상암 DMC를 중심으로)”, 대우건설기술 통권 제31호, 20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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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바레인월드트레이드센터의 풍 특성의 경우 (그림 3.9)와 같이 주풍향인 

북(N)풍에서 불어오는 바람에서는 건물 사이 공간이 벤추리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바람을 보다 효과적으로 모아서 풍력발전에 유리

하도록 인공적인 풍속 강화를 하는 원리가 적용되었지만 주 풍향이 아닌 남

(S), 동(E), 서(W)풍의 경우에는 풍력발전이 불가능 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바레인 해안지역은 기후적인 특성상 탁월한 주풍향이 존재하므로 이에 최적

화 된 건물 구조인 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3.9) 바레인 월드 트레이드 센터의 풍향에 따른 풍 특성

따라서 Case 3~5는 탁월한 주풍향이 존재하는 지역에 적용할 경우 풍력

발전시스템의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효율이 

매우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역마다 차

이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4계절에 따라 풍향 변동이 심해 주풍향이 탁월하

지 않기 때문에 Case 3~5의 적용 유형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5가지 적용 유형 중에서 우리나라의 초고층 건물은 일반적으로 적

용할 수 있는 방법인 Case 1~2가 더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아울러 효

율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풍 환경에 적합한 건물일체형 풍력발

전시스템 적용 유형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41) 전완호, 윤성욱, 김 욱, 조장형, “풍력발전기가 설치된 고층빌딩에 대한 전산유체역학적 고찰”, 

    한국환경과학회지, v18 n8, 20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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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CFD를 이용한 초고층 건물의 형태에 따른 기류 특성 분석

본 절에서는 초고층 건물에 풍력발전시스템을 건물 지붕과 측면에 설치하

는 것이 타당하다고 가정했을 경우 건물 형태에 따라 지붕과 측면에 발생하

는 기류 패턴 분석을 통하여 풍력발전시스템을 적용하는데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1) 초고층 건물의 형태적 경향

최근 초고층 건물의 형태는 디자인과 이미지를 중시하면서 다양화되고 있

지만 기본적인 형태는 (그림 3.10)과 같이 크게 Prismatic, Setback, Taper 

형태로 구분 할 수 있다.42) 

            
(그림 3.10) 초고층 건물의 기본 형태 분류

초고층 건물의 형태를 연도별로 분석해보면 1960년대 이전은 Setback

형>Taper형, 1961~1980년까지는 Prismatic형>Setback형>Taper형, 

1981~2000년대까지는 Setback형>Prismatic형>Taper형으로 과거에는 주

로 Setback형과 Prismatic 형이 주를 이뤘다면 2001년 이후에는 Prismatic

형과 Taper형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43) 특히 Taper형은 최근 복합 용도

의 초고층 건물이 크게 늘어나면서 복합 용도가 가지는 계획적, 구조적인 특

성을 더 잘 만족시키기 때문에 최근 초고층 건물의 형태에 있어 Taper형이 

42) 박상민, “복합용도 초고층건물의 기능별 면적비율에 따른 건물체적과 계획요소 분포 및 분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논문집, v9 n4 2007.12

43) 임보람 외, 현대 초고층 건축물의 형태적 경향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v24 n12,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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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형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Prismatic형과 

Taper형을 기준으로 전산유체역학(CFD :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방법을 사용하여 초고층 건물의 형태에 따른 기류 특성을 분석하고 풍력발전

시스템 적용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2) 시뮬레이션 개요 및 해석 모델 설정

본 연구에서 CFD 해석을 위해 상용프로그램인 STAR-CCM+ 3.02를 활

용하여, 표준 κ-ε모델에 근거하여 진행하였다.

시뮬레이션을 위한 해석 모델은 (그림 3.11)에서와 같이 Prismatic 형 4

가지와 Taper 형 4가지를 설정하였고 건물 높이는 현재 국내․외 초고층 건

물의 계획안을 살펴보면 100층 이상, 500m를 넘는 규모의 건물들이 계획 

및 건설 중에 있고 3.1절에서 고찰한 결과 도심지역에서는 500m 이상의 높

이에서 풍속이 일정해지는 최적의 풍속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

문에 건물 높이는 500m로 설정을 하였다. 

(그림 3.11) 시뮬레이션 해석 모델

3) 시뮬레이션 입력 조건

시뮬레이션의 풍속 입력 조건은 1999~2008년 서울 지역 표준 기상 데이

터를 바탕으로 건물의 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풍속 또한 증가하기 때문에 

50m 높이 기준으로 풍속을 보정하여 입력하였다. 시뮬레이션 입력 풍속 값

은 <표 3.6>과 같다.



-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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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let 1 0-50m 평균값 3.79

Inlet 2 50-100m 평균값 5.21

Inlet 3 100-150m 평균값 5.75

Inlet 4 150-200m 평균값 6.16

Inlet 5 200-250m 평균값 6.43

Inlet 6 250-300m 평균값 6.63

Inlet 7 300-350m 평균값 6.80

Inlet 8 350-400m 평균값 6.95

Inlet 9 400-450m 평균값 7.07

Inlet 10 450-500m 평균값 7.18

<표 3.6> 높이에 따른 풍속 입력 값 

4) 시뮬레이션 결과

가) 정사각형(Prismatic 형, Taper 형) 초고층 건물 분석 결과

정사각형 초고층 건물의 기류 분석 결과 건물 최하층부터 건물 최상층까지 

건물 측면에 일정한 난류층이 발생하여 풍속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구간이 발

생하였다. Prismatic 형과 Taper 형 모두 바람이 건물에 불어오면서 건물의 

앞쪽 측면에서 건물 뒤쪽 측면으로 흘러가면서 난류층 두께가 점차 증가하는 

패턴을 보였다. 그러나 Prismatic 형과 Taper 형의 난류층 두께에는 차이를 

보였는데 Prismatic 형이 바람이 불어오는 건물 앞쪽의 측면에는 약 1m의 

두께로 발생을 하다가 바람이 불어 나가는 건물 뒤쪽 측면에는 약 12m 두께

의 난류층이 발생하였지만 Taper형의 경우 건물 뒤쪽 측면에는 난류층 두께

가 6m 발생하였다. 이렇게 난류의 두께에서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Taper 

형이 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난류층 또한 적게 발생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건물 지붕에 발생하는 기류 패턴을 분석해보면 바람이 건물 지붕 모서리에 

부딪히면서 건물 뒤쪽으로 갈수록 난류층이 점차 증가하는 패턴을 보였다.

Prismatic 형의 경우 건물 지붕의 뒤쪽에는 약 19m의 난류층이 발생을 하

고 Taper 형의 경우는 약 11m 난류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건물 정면을 기준으로 기류 패턴을 살펴보면 Prismatic 형은 건물

의 양쪽 가장자리보다 건물의 중앙부에서 약 18m의 두꺼운 난류층이 발생하

였고 Taper 형의 경우 중앙부에 약 7m의 난류가 발생하여 건물의 중앙부에 

난류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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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속은 Prismatic 형의 경우 건물 지붕에서 약 38m 높은 지점에서 

8.6m/s로 최고 풍속이 집중적으로 나타났고 Taper 형의 경우 건물 지붕과 

건물 높이 400m~500m 부근의 건물 측면에서도 8.1m/s의 최고 풍속 분포

를 나타내었다.

결론적으로 정사각형 초고층 건물의 경우 건물 지붕이나 건물 측면과 같이 

외부에 풍력발전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건물 지붕이나 측면에서 발생

하는 난류 발생 지역을 고려해 정확한 이격거리를 파악하여야 한다. 건물 측

면에 설치하는 경우 건물 앞쪽 측면이 건물 뒤쪽 측면보다 난류 발생이 적어 

풍력발전을 설치하는데 유리하고 건물 지붕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는 건물 정

면을 기준으로 건물 중앙부보다는 건물 가장자리가 유리 할 것으로 판단된

다. 전반적으로 Taper 형이 Prismatic 형에 비하여 난류층이 적게 발생을 

하는데 그 이유는 Taper 형의 경우 건물의 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건물 면적

이 줄어들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최고 풍속은 Prismatic 형이 Taper 형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

석되었는데 Prismatic 형은 건물 지붕에서 일정한 이격거리를 두고 최고 풍

속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반면 Taper 형은 Prismatic 형에 비하여 최고 풍속

은 낮지만 건물 옥상과 측면에 고르게 분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이미지는 (그림 3.12), (그림 3.13)와 같다.

(그림 3.12) 정사각형 Prismatic 형 기류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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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정사각형 Taper 형 기류 분석 결과

나) 직사각형(Prismatic 형, Taper 형) 초고층 건물 분석 결과

직사각형 초고층 건물의 기류 분석 결과 정사각형 초고층 건물 기류 패턴

과 마찬가지로 건물 최하층부터 최상층까지 건물 측면에 난류가 발생을 하고 

건물 앞쪽 측면에서 건물 뒤쪽 측면으로 갈수록 난류의 두께가 점차 증가하

는 패턴을 보였다. Prismatic 형은 건물 뒤쪽의 측면 경우 12m 두께의 난류

층이 발생하였지만 Taper 형의 경우 건물 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건물 면적

이 줄어드는 형상으로 인하여 건물 측면에서 발생하는 난류가 줄어들어 건물 

뒤쪽의 측면 경우 3m 두께의 난류층이 발생하였다. 

건물 지붕에 발생하는 기류 패턴을 분석해보면 바람이 건물 지붕 모서리에 

부딪히면서 건물 뒤쪽으로 갈수록 난류가 점차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는데 

Prismatic 형의 경우 건물 지붕 뒤쪽에는 약 19m의 난류층이 발생을 하고 

Taper 형의 경우는 약 5m 난류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건물 정면을 기준으로 기류 패턴을 살펴보면 정사각형 초고층 건물

이 건물 중앙부에 난류층이 크게 발생하는데 반해 직사각형 Prismatic 형은 

건물 가장자리는 7m, 건물 중앙부는 9m, Taper형은 지붕 전체에 약 2m로 

직사각형 초고층 건물은 지붕에 난류층 두께가 정사각형에 비하여 적고 전반

적으로 고르게 분포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풍속은 Prismatic 형의 경우 정사각형과 비슷한 지점에 8.6m/s로 최고 풍

속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Taper형의 경우 건물 지붕에서 약 20m  높은 지

점과 건물 높이 400m~500m 부근의 건물 측면에서 약 20m 떨어진 지점에 

8.0m/s의 최고 풍속 분포를 나타내어 대체적으로 정사각형과 비슷한 기류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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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직사각형 초고층 건물의 경우 건물 지붕이나 측면과 같이 외부

에 풍력발전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정사각형과 마찬가지로 건물의 난

류 발생 지역만큼의 정확한 이격거리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건물 측면에 설치하는 경우 건물 앞쪽 측면이 건물 뒤쪽 측면보다 난류 발

생이 적어 풍력발전시스템을 설치하는데 유리하고 건물 지붕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는 건물 정면을 기준으로 건물 중앙부와 가장자리에 난류층이 전반적

으로 고르게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건물 지붕의 적용 위치에 대한 고려

보다는 난류가 발생하는 지역을 피해 이격거리를 두어 설치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최고 풍속은 정사각형 초고층 건물의 풍속 패턴과 비슷하게 나타났

는데 Prismatic 형이 Taper 형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고 Prismatic 형이 건

물 지붕에 일정한 이격거리를 두고 최고 풍속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반면 

Taper 형은 Prismatic 형에 비하여 최고 풍속은 낮지만 건물 옥상과 건물 

측면에 고르게 분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이미지는 (그림 3.14), (그림 3.15)와 같다.

(그림 3.14) 직사각형 Prismatic 형 기류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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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직사각형 Taper 형 기류 분석 결과

다) 원형(Prismatic 형, Taper 형) 초고층 건물 분석 결과

원형 초고층 건물의 기류 분석 결과 정사각형 초고층 건물과 직사각형 초

고층 건물과는 매우 다른 기류 패턴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원형 초

고층 건물의 경우 건물 측면에 강한 풍속이 발생되었는데 Prismatic 형은 

9.2m/s~12m/s, Taper 형은 9.3m/s~12.1m/s의 풍속이 발생하였다. 

(그림 3.16),(그림 3.17)의 건물 정면을 기준으로 기류 분석한 그림을 살

펴보면 건물 높이 200m에서부터 건물 지붕까지 건물 측면에 강한 풍속이 

발생하면서 건물 뒤쪽으로 바람이 흘러나가는 기류 특성을 보였다. 이는 원

형의 형태적인 특성상 바람이 불어오면 건물 측면을 따라 건물 뒤쪽으로 자

연스럽게 흘러나가기 때문에 난류도 발생하지 않고 바람이 가속되어 불어나

가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 

건물 지붕에 발생하는 기류 패턴을 분석해보면 Prismatic형의 경우 약   

6m의 난류층이 발생하고 Taper형의 경우 약 3m의 난류층이 발생하여 정사

각형과 직사각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난류 발생이 적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지붕에서 발생하는 최고 풍속은 지붕에서 약 15m의 높이에서부터 

약 8m/s 이상의 풍속을 나타내고 있어 건물 측면에 비하여 풍속이 느리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원형의 초고층 건물은 건물 형태적인 특성상 바람이 건물을 자

연스럽게 흘러나가기 때문에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에 비하여 높은 풍속을 

얻을 수 있고 난류 발생이 적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건물 지

붕에 비하여 건물 측면에서 더 높은 풍속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건물 측면

에 풍력발전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유리한 형상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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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원형 Prismatic 형 기류 분석 결과

(그림 3.17) 원형 Taper 형 기류 분석 결과

라) 삼각형(Prismatic, Taper) 초고층 건물 분석 결과

삼각형 초고층 건물의 기류 분석 결과 (그림 3.18), (그림 3.19)에서와 같

이 건물 평면을 기준으로 기류 분석한 그림을 살펴보면 바람이 건물에 불어

오면 삼각형 건물의 양쪽 측면으로 불어나가면서 건물 앞쪽의 측면에서 건물 

뒤쪽의 측면으로 갈수록 바람이 점차 가속되어 건물 뒤쪽의 측면에는 

Prismatic 형은 8.6m/s, Taper 형은 8m/s의 풍속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건물 지붕의 풍속 분포는 건물 지붕의 앞쪽에는 7m/s의 풍속이 발생하고 

건물 지붕의 뒤쪽으로 갈수록 8m/s 이상의 풍속분포를 나타내었다. 원형과 

비슷하게 건물 지붕과 건물 측면에 난류 발생으로 풍속이 급격히 줄어드는 



- 58 -

곳이 매우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바람이 건물을 타고 흘러나가는데 있어 삼각형의 건물 형상이 

유리하게 작용하여 건물 측면과 지붕 부분에 난류 발생 분포가 적게 나타났

다. 삼각형의 초고층 건물에 건물 측면이나 옥상부분에 풍력발전시스템을 설

치하고자 할 경우는 건물의 앞쪽보다 건물 뒤쪽에 설치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건물의 저층부와 건물 후면을 제외하고 7m/s 이상의 풍속

이 고르게 분포되는 것으로 분석되어 건물 측면과 지붕에 풍력발전시스템을 

설치하는데 있어 유리한 형상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풍속에서는 

Prismatic 형이 Taper 형보다 더 높은 풍속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8) 삼각형 Prismatic 형 기류 분석 결과

(그림 3.19) 삼각형 Taper형 기류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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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풍력발전시스템 선정에 관한 고려 요소

3.4.1. 풍력 터빈의 특성

바람에 의한 공기 동력은 공기 밀도(Air Density), 블레이드 회전 면적

(Swept Area of Blades) 및 공기의 유입 속도(Velocity of the Wind)로 

결정이 되고 계산식은 (식 3.4)44)와 같다.

                            
                    (식 3.4)

  : 바람에 의한 공기 동력(power in the wind)

  : 공기밀도(air density)(kg/㎥) 

   : 로터회전면적(swept area of blade) (㎡)

   : 풍속(velocity of the wind)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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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가 낮기 때문에 동일한 풍속에서라면 한겨울보다 한여름의 더위 속에서 풍

력 발전기의 동력 생산량이 더 적다. 그러나 풍력 동력에 있어서 온도나 고

도의 변화에 따른 효과는, 특히 소형 풍력터빈에 있어서는 풍속의 변화에 의

한 것보다 적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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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에 의한 공기 동력은 바람을 차단하는 면적, 즉 풍력 발전기의 로터에 

의해 쓸린 면적(Swept Area)에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이 면적을 두 배로 하

면 가용한 동력이 두 배로 증가하는데 (그림 3.20)에서와 같이 수평축에 대

해 회전하는 로터를 가진 전통적인 풍력 터빈으로 가정했을 경우 로터는 원

의 면적을 갖는 원판형 공간을 쓸면서 회전하며, 로터회전면적은 π에다 로

44)  A G Dut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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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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의 반경의 제곱 또는 대략적으로 한 개의 블레이드의 길이의 제곱을 곱한 

것과 같다. 블레이드 길이 또는 로터 직경이 상대적으로 조금만 증가해도 이

에 따른 바람이 휩쓸고 지나는 면적이 크게 증가하여 결국 동력이 크게 증가

하게 된다.

              

(그림 3.20) 수평축의 로터회전면적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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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를 이용해 계산할 수 있다. 

                            
                 (식 3.5)

전술한 내용으로부터 출력 계수 는 풍력 터빈의 성능을 대표하는 무차원 

수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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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료, 20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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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출력 계수와 출력 곡선

1) 출력 계수 (Power Co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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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출력을 추출해 낼 수는 없고 공기의 흐름이 풍력발전시스템을 지날 때 

운동에너지의 일부분만 로터에 전달된다. 로터에 의하여 생산되는 실제 출력

은 바람에서 로터로의 에너지 전달효율로 결정된다. 따라서 풍력발전시스템

의 회전 날개 면적으로 유입되는 풍력에너지에 대한 기계적 에너지 변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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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하면 풍력발전시스템의 최대 출력계수는 0.59259이다. 이를 Betz의 59% 

상한이라 한다. 즉, 어떤 형태의 풍력발전시스템이든지 풍력발전시스템 날개 

회전면적으로 유입되는 공기 유동 에너지의 59% 이하 범위 내에서만 공기역

학적 출력에너지의 획득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풍력발전시스템 형식

에 따른 출력계수 추이는 (그림 3.21)46)와 같다. 

           

             (그림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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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http://www.windturbine-analysis.netfirms.com/index-intro.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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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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출력 곡선 (Power Curve)

성능 곡선이라고도 하며 풍력발전시스템의 출력 대비 풍속을 나타내는 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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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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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2) 풍력발전시스템 출력 곡선 예시  

47) http://www.wind-works.org/SmallTurbines/WhisperH40ASUPowerCurv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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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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은 정지 풍속에 도달하면 나셀과 로터를 접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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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출력의 30~70% 정도로 유지된다. 

3.4.3. 상용화된 소형풍력발전시스템

2008년 기준으로 전 세계 219개의 회사가 소형풍력발전을 계획 또는 생

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소형 풍력발전 시장의 주요 생산업체는 

<표 3.7>48)와 같고 국가별로 소형 풍력업체 수를 분석해보면 현재 미국이 

66개의 업체가 소형 풍력발전시스템을 생산 하고 있고 일본(28개), 캐나다

(23개), 영국(18개), 독일(16개), 중국(14개)순으로 소형 풍력발전시스템을 

생산하고 있다. 

Company Country kW Sold in 2008

Southwest Windpower US(AZ) 10,000
Proven Energy Ltd. UK(Scotland) 4,800
Northern Power US(VT) 4,300

Entegrity Canada(PE)/US(CO) 3,500

Bergey Windpower Co. US(OK) 1,700

<표 3.7> 소형 풍력발전시스템 주요 제조업체 현황 

  

<표 3.7>의 생산 업체를 중심으로 현재 상용화되고 있는 소형 풍력발전시

스템을 수평축, 수직축으로 분석하여 기술 수준 및 특성을 파악하고 초고층 

건물에 적용 할 수 있는 소형풍력발전에 대해 고찰하였다. 

48) AWEA, “AWEA Small Wind Turbine Global Market Study”,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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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화 되고 있는 주요 소형 풍력발전시스템의 사양은 <표 3.8>과 <표 

3.9>와 같다.

Model Air Breeze Whisper 100 BWC XL.1 Whisper 200 BWC 1500

제조회사
Southwest
Wind Power

Southwest
Wind Power

Bergey
WindPower

Southwest
Wind Power

Bergey
WindPower

정격출력 0.2kW 0.9kW 1kW 1kW 1.5kW
정격풍속 12.5m/s 12.5m/s 11m/s 12.5m/s 12.5m/s
시동풍속 2.7m/s 3.4m/s 3.0m/s 3.1m/s 3.6m/s
로터지름 1.17m 2.1m 2.5m 2.7m 3.0m
중량 5.9kg 21kg 34kg 30kg 76kg

<표 3.8> 소형 풍력발전시스템 사양(수평축)

Model Proven 2.5 Skystream3.7 Whisper 500 Proven 6 BWC EXCEL

제조회사
Proven
Energy Ltd.

Southwest
Wind Powe

Southwest
Wind Power

Proven
Energy Ltd.

Bergey
WindPower

정격출력 2.5kW 2.4kW 3kW 6kW 10kW
정격풍속 12m/s 13m/s 10.7m/s 12m/s 13.8m/s
시동풍속 2.5m/s 3.5m/s 3.4m/s 2.5m/s 3.4m/s
로터지름 3.5m 3.7m 4.5m 5.5m 7m
중량 190kg 77kg 70kg 600kg 480kg

Model Redriven 10 Proven 15 Redriven 20 EW 50
Northwind

100

제조회사 Redriven
Proven
Energy Ltd.

Redriven
Entegrity
WindSystem

Northern 
Power
systems

정격출력 10kW 15kW 20kW 50kW 100kW
정격풍속 10m/s 12m/s 11m/s 11.3m/s -
시동풍속 2m/s 2.5m/s 2.0m/s 4.0m/s 3.5m/s
로터지름 8m 9m 12m 15m 21m
중량 591kg 1100kg 591kg 150kg -

Model Vata H1 qr5 Vata H10 Vata H20 Notos H40

제조회사
neuhaeuser
-windtec

quiet
-revolution

neuhaeuser
-windtec

neuhaeuser
-windtec

neuhaeuser
-windtec

정격출력 1.0 kW 5.0kW 10.0 kW 20.0 kW 40.0 kW
정격풍속 10.9 m/s 16m/s 10.9 m/s 13.0 m/s 13.0 m/s
시동풍속 0.5 m/s 4.5m/s 1.5 m/s 3.5 m/s 3.5 m/s
로터지름 2.0 m 3.1m 6.0 m 6.0 m 12.0 m
중량 - - - - -

<표 3.9> 소형 풍력발전시스템 사양 (수직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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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형 풍력발전시스템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는 수직축 풍력발전시스템

보다는 수평축 풍력발전시스템을 주로 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평축의 

경우 시스템 용량 0.2kW~100kW의 다양한 풍력발전시스템을 생산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1kW급 이하의 소형 풍력발전시스템의 시동풍속은 2.7m/s~3.0m/s, 정격

풍속 11m/s~12.5m/s로 분석되었다. 1~10kW의 풍력발전시스템은 시동풍

속이 2.5m/s~3.6m/s, 정격풍속 8m/s~12.5m/s로 나타났고 20kW~100kW

의 풍력발전시스템도 로터 지름이 커지지만 시동 풍속과 정격 풍속은 시스템 

용량이 작은 풍력발전시스템과 비슷한 풍속을 보였다. 

수직축의 경우는 수평축과 비교하여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품 개발의 다양성에 있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동풍속은 0.5m/s~4.5m/s로 수평축에 비하여 느린 풍속에서도 가동이 

되고 정격풍속 범위는 수평축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상용화된 풍력발전시스템 분석 결과 수평축과 수직축의 시동 풍속이 최대 

4.5m/s이하로 나타나서 초고층 건물에 적용할 경우 정격 풍속에 도달하기는 

힘들지만 시동 풍속 이상은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다양성

에 있어서 대형 풍력발전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소형에 있어서도 효율성에서 

우수한 수평축 풍력발전시스템이 많은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미국, 영국 등 소형 풍력 시장이 활발한 국가에서 최근 건물에 적

용하려는 시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도심지에서도 풍력발전을 도입하는 사

례가 늘면서 효율성과 디자인이 우수하고 소음과 진동이 적은 수직축 풍력발

전시스템 개발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5. 적용 프로세스 제안

본 절에서는 앞 절의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초고층 건물에서 풍력발전시스

템을 적용하기 위한 설계 프로세스를 제안하였다. 

적용 설계 프로세스는 크게 적용 지역, 적용 방법, 풍력발전시스템에 대한 

고려 요소를 바탕으로 세부적으로 적용 목표 설정, 대상지 기후 분석, 건물의 

대기 유동장 특성 파악, 적용 가능한 위치 결정, 풍력발전시스템 선정, 적용 

가능 위치에 배치, 전력 생산량에 따른 타당성 검토 등을 순차적으로 제시하

였다.

제안한 설계 프로세스는 (그림 3.2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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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 초고층 건물의 풍력발전시스템 적용 
설계 프로세스 제안 

초고층 건물에 풍력발전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자, 설계

자, 시공자 간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건물의 목표를 설정 후 지형 및 인접 

건물 여부, 지하매설물 등 대상 부지의 특성과 법적 규제 및 지원 제도에 대

한 사항을 분석하고 대상지의 기후 분석을 통하여 적용 잠재성을 파악하여야 

한다. 

풍력발전시스템을 적용할 지역에 대한 잠재성이 확립되면 건물의 적용 가

능한 위치를 도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CFD 또는 풍동 실험을 통하여 난류 발

생이 적고 충분한 풍속을 확보할 수 있는 지점을 도출하여야 한다. 

적용 지점의 기후 특성과 대기유동장 분석을 바탕으로 대상 건물에 적용 

할 수 있는 최적의 풍력발전시스템을 선정하여야 한다. 선정 시에는 풍력발

전시스템의 출력, 시동 풍속 및 정격 풍속뿐만 아니라 시공 실적이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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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선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리고 건물에 적용하기 때

문에 풍력발전시스템의 무게를 고려하여 건물의 하중에 큰 부담이 없어야 하

고 거주자들을 고려하여 저소음인 제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풍력발전시스템이 선정이 결정되면 건물에 적용 가능한 위치에 배치를 하

여야 한다. 배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격거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CFD 또는 풍

동시험을 통해 얻은 결론을 바탕으로 설치 가능지역의 난류를 피하여 타워 

높이를 결정하고 풍력발전시스템 간의 이격거리는 최근에 제품이 다양해지면

서 제조업체별로 각 풍력발전시스템 특성에 맞는 이격거리를 제시하고 있어 

선정한 풍력발전시스템에 맞게 적용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건물에 적용된 풍력발전시스템이 생산 할 수 있는 전력량을 예

측하여 적용 목표와 비교해봄으로써 타당성 분석을 결정한다.

3.6. 소결

 

본 장에서는 초고층 건물에 풍력발전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한 고려 요소를 

적용 지역, 적용 방법, 풍력발전시스템으로 나누어 도출하고 적용 프로세스를 

제안하였다.

적용 지역에 대한 고려 요소로는 풍력발전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풍속, 

풍력에너지 밀도, 풍력발전시스템 설치 방향을 결정할 풍향 출현율, 풍향별 

평균 속도, 풍력발전시스템 손상과 효율 향상을 위한 최대 순간 풍속 등이 

해당된다.

지금까지 풍력 발전 정책은 기후적으로 충분한 바람을 확보할 수 있는 개

방된 지형에 대부분 설치되었지만 최근 100층 이상의 초고층 건물 계획이 

늘어나면서 초고층 건물의 기준인 200m 높이에서는 6~7m/s, 500m 이상의 

높이에서는 지역에 따라 7~8m/s의 풍속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

어 풍력발전시스템에 대한 잠재성은 크다고 볼 수 있다.  

풍력발전시스템을 적용할 지역에 대한 잠재성이 확립되면 초고층 건물에 

어떤 방법으로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문헌조사와 기존의 

초고층 건물 풍력발전 적용 계획안을 바탕으로 적용 유형을 분석해보면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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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이나 측면에 풍력발전시스템을 설치하여 건물에 일체화 시키는 방법, 건

물의 상·하부 기압 차이를 이용하는 방법, 벤추리 효과를 이용하여 풍속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크게 구분 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의 외부에 설치하고

자 할 때 우리나라와 같이 사계절이 뚜렷한 지역은 계절별로 풍향 변동이 심

하여 탁월한 주풍향이 존재하지 않아 벤추리 효과를 이용한 적용 방법은 효

율성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 판단이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풍환경에 적합한 

건물일체형 풍력발전 유형이 개발되지 않는 이상은 건물 지붕이나 측면에 설

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 따라서 건물 지붕과 측면에 발생하

는 기류 분석이 필요한데 초고층 건물은 건물 형태에 따라 건물에서 발생하

는 기류 흐름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CFD 또는 풍동 실

험을 통하여 건물에서 발생하는 기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건물 형태별로 CFD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정사각형과 직사각형 초고층 건

물의 경우는 건물 지붕과 건물 최하층부터 최상층 측면까지 난류층이 일정하

게 발생한 반면 원형과 삼각형의 초고층 건물은 측면에서 강한 풍속이 발생

하고 난류 발생도 적어 풍력발전시스템을 적용하기에 유리한 형상으로 나타

났다. 그리고 Prismatic 형과 Taper 형의 비교 결과 Taper 형이 높이가 높

아짐에 따라 난류는 적게 발생하는 특성을 보였고 풍속에서는 Prismatic 형

이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에 적용할 풍력발전시스템의 선정에 있어 제조사별로 다양한 출력 계

수와 출력 성능을 나타내는 풍력발전시스템을 생산하고 있어 출력 계수와 출

력 곡선 확인을 필수적이고 적용 지역의 풍속과 건물 특성에 맞는 풍력발전

시스템을 선정하여야 한다. 현재까지 상용화되고 있는 소형 풍력발전시스템

을 조사해보면 수평축 풍력발전시스템 시장이 수직축 풍력발전시스템 시장보

다 더 활성화 되어 있고 다양한 시스템 용량이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수평축 소형 풍력발전시스템은 시동풍속이 2.7m/s~3.0m/s, 정격풍속 

11m/s~12.5m/s로 나타났고 수직축의 경우는 제품에 따라 시동풍속이 

0.5m/s~3.0m/s로 수평축에 비하여 느린 풍속에서도 가동이 되고 정격풍속

은 수평축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초고층 건물에 발생하는 풍속은 풍력발전시스템의 정격풍속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시동풍속 이상은 충분히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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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초고층 건물의 풍력발전시스템 적용

본 장에서는 앞서 제시된 고려요소와 적용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초고층 건

물의 풍력발전시스템의 적용 가능성과 활용 방안을 확인하기 위하여 부산 해

운대에 완공 예정인 초고층 건물을 선정하여 사례 분석을 실시하였다. 

4.1. 대상 건물 개요 및 대상지 분석

1) 설계 개요

초고층 건물의 풍력발전시스템 적용 안으로 선정된 건물이 포함된 단지는 

주거 3개동, 호텔 1개동, 오피스 1개동, 상업시설 1개동으로 구성되어있다. 

6개동 건물 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최고층인(72층)인 Tower 2 건물을 중심

으로 사례 분석을 실시하였다. 선정한 건물의 배치도 및 조감도는 (그림 

4.1), 단지 설계 개요는 <표 4.1>과 같다.

위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총 층수 B6F~72F 총 동수 6개동(아파트 3개동)
총 세대수 1,631세대 공급세대수 1,631세대
대지면적 36,918.8㎡ 건축면적 13,694.7㎡
건축 연면적 511,805.5㎡ 건폐율 37.09%
용적률 899.06%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표 4.1> 전체 단지 설계 개요 

      

(그림 4.1) 건물 배치도 및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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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wer 2 건물은 (그림 4.2)과 같이 지상 1~2층에 주민공동시설과 판매

시설이 위치해 있고 주거 용도는 3~72층에 총 614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주

상복합 아파트이다. 전체 높이 297m 중에서 주거 시설까지 높이는 252m에 

해당하고 45m는 기계실, 전기실, 고가수조실, 헬리포터 등 비주거용으로 구

성되어 있다. 

                

(그림 4.2) Tower 2 건물 구성 및 높이

               

                   

2) 대상지 분석

 건물이 위치한 주변 현황은 남쪽에 해운대 바다, 북서쪽에는 요트 경기장

과 센텀 시티가 인접해 있고 서쪽의 민락동 아파트 단지, 동쪽의 해운대 신

시가지 및 주상복합, 오피스텔, 콘도 등의 복합단지 개발로 인구 고밀도 지역

에 해당한다. 주변 현황 분석 결과 남쪽에 위치한 해운대 바다로 인하여 다

른 도심지에 비하여 풍력발전시스템을 적용하는데 유리한 위치에 해당하고 

북쪽에 있는 장산과 동쪽에 위치한 주상복합건물 이외에는 건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층 건물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풍력발전시스템의 적용 잠재성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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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대상 건물 주변 현황

4.2. 적용 목표 설정

대상 건물과 같이 초고층 주상 복합 아파트는 엘리베이터, 주민 공동시설, 

옥외 경관 조명 등 공동 전력 사용량 비율49)이 높고 실내 바람길이 차단된 

탑상형 구조에 의한 인공 환기 장치 사용 때문으로 일반 아파트에 비해 전력 

사용량이 매우 높은 것으로 예측된다. <표 4.2>에서 대상 건물과 규모가 비

슷한 초고층 주상 복합 아파트의 전력 소비량 실측치를 살펴보면 가구당 월

평균 1000kWh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2008년 우리나라 가구당 월평균 전력 

소비량이 243kWh에 비하면 5배가 넘는 전력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풍력발전시스템을 적용하여 생산되는 발전 전력을 

이용해 높은 전력 소비량의 원인 중 하나인 공동 사용 전력량을 줄여 전체 

건물에서의 전력 소비량을 낮추고자 하였다. 

49) 서울환경연합이 서울시 30개 주택단지 에너지 소비량을 측정한 결과 전기 소비에서 공동사용

량 비율은 30층 이상 초고층 탑상형의 경우 38.9%, 25층 이하 중층아파트는 23%, 5층 이하 저

층아파트는 16.5%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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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명 평형/가구수
가구당 월평균 사용량

(공동 전기+가구 평균 전기)

도곡동 타워팰리스 3차 53~103/480 1,413.22 kWh 

도곡동 타워팰리스 2차 29~101/813 1,340.18 kWh

도곡동 타워팰리스 1차 35~124/1297 1,354.42 kWh

목동 하이페리온 56~73/466 1,119.15 kWh

평   균 1,306.74 kWh

<표 4.2> 주요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전력 소비량

구체적인 적용 목표는 공동 사용 전력량 중 엘리베이터나 옥외 경관 조명

에 비하여 많은 전력을 소비하는 주민 공동 시설의 조명 에너지 절감을 목표

로 설정하였다. 

대상 건물의 주민 공동 시설로는 지하2층의 골프장, 지하1층의 골프장, 세

탁실, 용역원 대기실, 지상1층의 KID'S WORLD, SILVER'S WORLD, 지상 

2층의 KID'S READING ROOM, READING ROOM, PRIVATE STUDIO 

1, PRIVATE STUDIO 2, 지상 50층의 휘트니스 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주

민 공동 시설은 07:00~22:00, 365일 운영한다고 가정하였다. 

위의 주민 공동 시설에서 사용되는 조명 에너지 소비량 <표 4.3>과 같다.

층수 주민공동시설 조명 에너지 소비량 (kWh/year)

지하 2층 골프장 21,519

지하 1층
골프장 20,727
세탁실 684
용역원 대기실 544

지상 1층
KID'S WORLD 6,601
SILVER'S WORLD 7,994

지상 2층

KID'S READING ROOM 15,418
READING ROOM 5,861
PRIVATE STUDIO 1 1,643
PRIVATE STUDIO 2 4,205

지상 50층 휘트니스 센터 39,889

합계 197,085

<표 4.3> 주민공동시설 조명 에너지 소비량

주민 공동시설의 연간 조명 에너지 소비량을 도출한 결과 197,085kWh가 

사용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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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풍력발전시스템 적용

4.3.1. 기후 데이터 분석

1) 분석 개요

초고층 풍력발전시스템 적용 가능성 분석은 기본적으로 대상 지역의 기후 

특성 분석에서 시작된다. 따라서 대상 지역인 부산의 기후 데이터 분석을 통

하여 풍력발전시스템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기상 자료는 부산지방기상

청에서 수집된 1998년~2007년까지를 조사·분석하였으며, 기상대에서의 풍

속 계측은 주위 장애물의 영향을 덜 받는 위치에서 행함을 원칙으로 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기상대의 각 측우소와 관측소의 풍속 관측 데이터가 그 지역 

일대를 대표하는 값이라 가정하였다. 부산 지방 기상청의 개황은 <표 4.4>과 

같다.

위도 경도 해발 높이 풍속계 지상 높이

35  〬06′ 129  〬 02′ 69.2 m 17.8 m

<표 4.4> 부산 지방 기상청 일람표

2) 분석 결과

가) 부산지역 풍속

<표 4.5>, (그림 4.4)에서와 같이 부산지역 평균 풍속은 연간 3.5m/s이며, 

계절별 풍속은 봄에 3.8m/s, 여름 3.4m/s, 가을 3.3m/s, 겨울 3.6m/s로 나

타났다. 

월별로는 3월과 4월의 평균 풍속이 3.9m/s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연간 

최대 풍속은 9월에 26.1m/s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는 여름철과 초가을에 

태풍이 불어오는 기후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9월에 가장 강한 풍속이 발생되

는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월평균풍속에 있어서는 겨울철에서 초봄에 이르기까

지가 높은 풍속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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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10 11 12

월평균
풍속

3.7 3.7 3.9 3.9 3.5 3.2 3.6 3.5 3.7 3.1 3.0 3.3

최대 
풍속

15.0 15.8 17.3 17.5 20.8 18.9 17.7 18.3 26.1 14.2 14.7 13.5

<표 4.5> 부산 지역 월별 평균 풍속 및 최대 풍속            (단위: m/s) 

  

(그림 4.4) 부산 지역 월별 평균 및 최대 풍속 그래프

나) 대상 건물에 발생하는 풍속

부산지방기상청의 기상데이터를 바탕으로 건물에서 발생하는 풍속을 도출

하여 풍력발전시스템의 적용 가능성을 예측하였다. 풍속 보정은 3.1절에서 

조사한 Deacon식을 이용하여 수행하였고. 지표면의 거칠기는 <표 3.1>의 대

도시 기준인 1.6m를 적용하여 보정을 실시하였다. 

건물 높이에 따른 풍속 보정 결과 (그림 4.5)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부산

지방기상청의 풍속 실측 높이인 17.8m에서 3.5m/s인 평균 풍속이 100m 높

이에서는 5.69m/s, 200m는 6.44m/s, 건물 최고층의 높이인 297m(300m 

기준)에는 약 6.84m/s의 평균 풍속이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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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건물 높이에 따른 풍속 

월별 풍속을 보정한 결과(300m 높이 기준) (그림 4.6)에 제시한 바와 같

이 평균 풍속이 제일 높은 3,4월에는 7.4m/s의 풍속이 예측이 되었고 연중 

평균 풍속이 제일 낮은 11월에는 6.12m/s의 평균 풍속이 발생할 것으로 예

측이 되어 중·소형 풍력발전시스템의 시동 풍속이 2.5m/s~3.5m/s인 걸 감

안하면 풍력발전시스템의 적용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된다.

(그림 4.6) 월별 평균 풍속과 보정 평균 풍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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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풍향

부산지역의 풍향은 (그림 4.7)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북동(NE)풍이 연간 

11.25%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으며, 계절별로는 봄에 북동(NE)풍이 

9.57%, 여름에 동북동(ENE)풍이 13.59%, 가을에 북북동(NNE)풍이 

14.71%, 겨울에 북북서(NNW)풍이 12.97%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 계절

별로 풍향이 일정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7) 부산 지역 풍배도 

          

풍향에 따른 풍속등급비율은 <표 4.6>에 제시한 바와 같이 6단계로 분류

하여 도출한 결과 2~4m/s의 평균 풍속이 41.02%로 가장 빈도가 높게 나타

났으며, 다음으로 4~6m/s의 평균 풍속이 25.69% 가장 많이 불어오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연간 무풍 비율은 3.36%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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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풍속 (m/s)

합계
0.5~2 2~4 4~6 6~`8 8~10 10이상

N 1.09 2.58 1.34 0.35 0.08 0.02 5.46
NNE 1.24 4.51 2.93 0.46 0.08 0.03 9.25
NE 1.98 4.76 3.5 0.86 0.14 0.01 11.25
ENE 2.35 3.57 2.77 0.77 0.12 0.02 9.60
E 1.78 2.28 0.92 0.11 0.01 0.00 5.10
ESE 1.16 1.54 0.24 0.02 0.01 0.00 2.97
SE 0.88 0.92 0.09 0.02 0.01 0.00 1.92
SSE 0.76 0.60 0.17 0.03 0.01 0.01 1.58
S 1.11 2.23 1.46 0.39 0.03 0.01 5.23
SSW 0.95 2.27 1.94 0.90 0.25 0.11 6.42
SW 0.9 1.83 1.88 1.16 0.47 0.27 6.51
WSW 0.87 2.56 2.28 0.87 0.30 0.12 7.00
W 1.07 3.17 2.47 0.82 0.18 0.04 7.75
WNW 0.97 2.30 1.34 0.35 0.09 0.02 5.07
NW 1.20 2.57 0.89 0.19 0.04 0.01 4.90
NNW 1.28 3.33 1.47 0.44 0.09 0.02 6.63
합계 19.59 41.02 25.69 7.74 1.91 0.69 96.64

<표 4.6> 부산 지역 연평균 풍속별 비율                       (단위: %) 

    

3) 소결

본 연구의 사례 건물 지역인 부산 지역의 기후 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부

산 기상대 관측자료(1998~2007년)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평균 풍속은 

3.5m/s, 최대 풍속은 27.1m/s로 나타났다. 풍속 보정을 통해 건물에서는 

6.12~7.4m/s의 평균 풍속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이 되어 풍속 측면에서는 

잠재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주 풍향은 북동(NE)풍이 11.25%로 나타나 것으

로 나타나 풍향이 일정하게 보이지 않고 계절에 따라 변하는 특성을 보였고 

남쪽에 위치한 해운대 바다가 위치하여 바다에서 불어오는 해륙풍으로 인하

여 풍향의 변화가 매우 심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 풍속의 빈도를 살펴보면  

2~4m/s의 바람이 41.02%로 가장 많이 불어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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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CFD를 이용한 기류 분석 및 적용 가능 위치 결정

사례 건물 대상지의 기후 분석 결과 풍력발전시스템을 적용하는데 잠재성

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나 주변 지형을 고려한 정확한 분석과 건물에서 적

용 가능한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건물에 발생되는 기류 흐름분석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CFD를 이용하여 대상 건물에서 

발생되는 기류 분석을 수행해 적용가능성 분석과 풍력발전시스템 적용 가능 

위치를 결정하였다. 

1) 시뮬레이션 개요 및 모델링

본 연구에서 CFD 해석을 위해 상용프로그램인 STAR-CCM+ 3.02를 이

용하여, 표준 κ-ε모델에 근거하여 진행하였다.

대지 주변 모델링은 대상 건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산과 아파트 단지, 동

쪽의 고층 주상복합건물을 중심으로 (그림 4.8)와 같이 실시하였다.

(그림 4.8) 대상 건물과 주변 대지 모델링 

2) 시뮬레이션 입력 조건
  

 시뮬레이션에 입력한 풍속은 부산 지역 평균 풍속인 3.5m/s를 보정식을 이

용하여 30m 높이마다 평균값을 입력하였다. 그리고 풍향은 대상 지역의 주 

풍향과 남쪽의 해운대 바다에서 불어오는 해(海)풍을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시뮬레이션에 입력한 풍속 값은 <표 4.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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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undary name Height(m) Wind speed (m/s)

Inlet 1 0-30m 평균값 3.52

Inlet 2 40-60m 평균값 4.84

Inlet 3 70-90m 평균값 5.43

Inlet 4 100-120m 평균값 5.80

Inlet 5 130-150m 평균값 6.07

Inlet 6 160-180m 평균값 6.28

Inlet 7 190-210m 평균값 6.45

Inlet 8 220-240m 평균값 6.60

Inlet 9 250-270m 평균값 6.72

Inlet 10 280-300m 평균값 6.83

<표 4.7> 높이에 따른 풍속 입력 값 

3) 시뮬레이션 결과 분석 방법

대상 건물의 모델링을 한 다음 해석 결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그림 4.9)와 

같이 대상 건물을 수평 방향으로 50m씩 250m 높이까지 나누었고 수직 방

향으로는 6개의 단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림 4.9) 결과 분석을 위한 단면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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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뮬레이션 결과

가) 주풍향이 건물에 미치는 영향

① Section 1~5 결과

Section 1~5의 분석 결과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의 반대쪽인 남쪽과 바람

이 건물을 타고 흘러나가는 서쪽 측면은 바람의 정체 구간이 많아 풍속이 

0m/s~2m/s로 느리게 나타났고 서쪽 측면의 250m 이상부터는 난류의 범위

가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건물 측면에서 난류가 가장 적게 발생

하는 곳은 동쪽 측면으로 분석되었는데 200m 이하의 저층부에서는 난류는 

적게 발생을 하지만 풍속이 느리기 때문에 건물 동쪽 측면에 풍력발전시스템

을 설치하고 할 경우 200m 이상의 높이에서 설치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  

그리고 Section 5의 결과에서 동쪽 측면은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의 건물 

앞쪽보다 뒤쪽으로 갈수록 강한 풍속이 발생하여 풍력발전시스템 설치 시 건

물 뒤쪽이 더 유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10) Section 1~5 CFD 결과 (주풍향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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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Section 6~7 결과

Section 6~7의 분석 결과 건물 지붕에는 난류층의 두께가 약 3m 이내로 

발생하고 6.5m/s 이상의 풍속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 풍력발전

시스템을 적용하기에 타당한 위치라고 판단된다. 

건물 측면의 경우 Section 6의 결과에서 보듯이 건물의 동쪽 측면에는 바

람의 정체 구간이 적게 발생하지만 높이 200m 이하에서는 풍속이 약 4m/s 

이내로 발생하기 때문에 풍력발전시스템을 적용하기에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 그리고 건물 서쪽 측면에는 250m 이상에는 높은 풍속이 나타

났지만 그 이하의 높이에서는 풍속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Section 7의 결과를 분석해보면 Section 6과 비교하여 건물 서쪽 측면의 

난류 발생 강도가 건물 뒤쪽으로 갈수록 점차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리고 건물 동쪽 측면에 부딪힌 바람이 뒤쪽으로 빠져나가면서 건물 남쪽에서

는 건물 전 층에서 풍속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그림 4.11)Section 6~7 CFD 결과 (주풍향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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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Section 8~10 결과

Section 8~9는 (그림 4.12)과 같이 건물을 남, 북 방향의 단면으로 나누

었을 때의 분석 결과이다. Section 6~7의 결과와 비슷하게 건물 지붕에는 

난류층이 약 3m 이내로 발생을 하고 풍속은 6.5m/s 이상은 확보가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건물 남쪽 부분은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의 반대에 

위치하기 때문에 바람이 건물에 부딪혀 빠져나가면서 풍속이 매우 느린 것으

로 나타났다. 

 Section 10의 분석 결과 건물의 평지붕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경사 지

붕에서 더 높은 풍속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2) Section 8~10 CFD 결과 (주풍향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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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海)풍이 건물에 미치는 영향

① Section 1~5 결과

Section 1~5 분석 건물 북쪽 부분은 바람이 건물에 부딪히면서 양 측면을 

타고 흘러나가기 때문에 전 층에서 풍속이 매우 느리게 나타났다. 그리고 건

물 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주변 건물의 영향을 적게 받아 난류 발생이 줄어들

고 건물 남쪽 부분은 각진 건물 형태로 인하여 바람의 정체 구간이 발생하였다.

건물 측면 기준으로 살펴보면 서쪽 측면과 북쪽 측면은 풍속이 매우 느리

기 때문에 풍력발전시스템을 적용하기에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남쪽 측면은 바람의 정체 구간이 발생하여 전체적으로 약 4m/s 풍속이 형성

이 되기 때문에 적용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측면의 경우 가장 적용하기 타당한 지역은 동쪽 측면으로 판단되는데 

150m 높이까지는 풍속도 느리고 난류가 전반적으로 발생해 적용하기 어렵

고 200m 이상의 높이부터는 난류가 적게 발생하여 약 6m/s 이상의 풍속 확

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13) Section 1~5 CFD 결과 (해풍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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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Section 6~7 결과

Section 6~7 분석 결과 건물 서쪽 측면은 전 층에 걸쳐 풍속이 매우 느리

게 나타났고 건물 동쪽 측면은 바람의 정체 구간이 50m 이하의 저층부를 제

외하고는 매우 적게 발생하였다. 

건물 지붕은 평지붕 부분과 경사 지붕 모두 난류층이 약 3m로 발생을 하

고 6.5m/s 이상의 풍속 확보가 가능해 설치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 그

러나 Section 6의 결과에서 보듯이 평지붕 부분은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의 

건물 앞쪽보다 건물 뒤쪽으로 갈수록 난류층이 점차 증가하기 때문에 풍력발

전시스템을 설치 시 타워 높이를 건물 앞쪽보다는 더 높여야 될 것으로 판단

이 된다.

        

(그림 4.14) Section 6~7 CFD 결과 (해풍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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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Section 8~10 결과

Section 8의 결과에서 보듯이 바람이 건물 지붕 모서리에 부딪히면서 건물 

뒤쪽으로 갈수록 난류층의 두께가 점차 증가하였다. 그리고 남쪽 측면을 살

펴보면 해풍이 남쪽에서 불어오지만 건물의 각진 형태로 인하여 전 층에서 

풍속이 매우 낮았고 저층 부분은 주변 건물의 영향으로 바람의 정체 구간이 

나타났다. 

 Section 9의 결과에서도 남쪽 측면은 건물 전층에서 일정하게 바람의 정

체 구간이 발생하여 전반적으로 건물의 남쪽 측면 부분은 풍력발전시스템의 

설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건물 지붕은 Section 9에서 보듯이  가장 강한 풍속을 얻을 수 있고 난류

층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가장 최적의 장소라고 판단된다.

 Section 10 분석 결과에서 약 200m 이상의 높이에서는 난류층이 발생하

지 않고 6m/s 이상의 풍속 확보가 가능하여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

(그림 4.15) Section 8~10 CFD 결과 (해풍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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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결

대상 건물의 CFD 결과를 바탕으로 주풍향이 불어올 때의 적용 가능 위치

와 해풍이 불어올 때의 적용 가능 위치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위치를 (그림 

4.16)과 같이 도출하였다.  

설치 가능 부분은 지붕 부분 2군데와 동쪽 측면 일부분에 설치 가능 할 것

으로 판단된다. 건물 측면 부분은 주풍향과 해풍의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설치 가능 지역이 매우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지붕 부분에 풍력발전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는 난류층의 두께가 차

이가 나기 때문에 타워 높이를 Zone 1은 3.5m, Zone 2의 경우에는 약 6m 

이상으로 차이를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상 건물 동쪽 측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59층 이상, 높이로는 

200m 이상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16) 대상 건물 풍력발전시스템 적용 가능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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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풍력발전시스템 선정

1) 풍력발전시스템 개요

적용 대지 기후 분석 결과 주풍향인 북동(NE)풍이 11.25%로 풍향 변동이 

계절에 따라 불규칙하고 주풍향의 반대에 위치한 해운대 바다의 해륙풍으로 

인하여 풍향의 변화가 매우 심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수평축에 비하여 

풍향의 변동에 영향을 적게 받는 수직축 풍력발전시스템 시스템을 선정하였

다. 

대상 건물에 적용할 풍력발전시스템은 quietrevolution사의 5kW급 수직형 

풍력발전시스템으로 고층 건물에서 적용한 시공 실적이 풍부하고 도심에서도 

적용 가능하게 하기 위한 디자인으로 설계되어 있어 대상 건물에 적용 타당

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

선정한 풍력발전시스템의 사양은 <표 4.8>과 같다. 

Specification 5kW
     

 

Rotation Axis Vertical Axis
Number of Blades 3

Rotor Diameter 3.1m
Swept Area 13.6㎡

Weight 305kg
Start-Up Wind Speed 4.5m/s

Rated Power 7.4kWh at 14m/s
Survival Wind Speed 55m/s

Blades Carbon and glass fibre

<표 4.8> 선정한 풍력발전시스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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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한 풍력발전시스템은 (그림 4.17)에서와 같이 수평축 풍력발전시스템

과 달리 풍향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S'자의 나선형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어 

건물에 적용할 때의 큰 문제점이었던 소음과 진동을 크게 줄일 수 있는 특징

을 가지고 있다.

(그림 4.17) 선정한 풍력발전시스템의 풍향 변화에 대한 장점

 

  

2) 연간 발전량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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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특정풍속가년간부는시간
 특정풍속의확률

풍속 v일 때 연간 에너지 생산량은 다음과 같다.

  ×                                    (식 4.2)

따라서 전 풍속 영역에 의한 전체 연간 에너지 생산량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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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4.3)

위의 식을 이용하여 선정한 풍력발전시스템의 발전 전력량을 도출한 결과 

하루 평균 36.1kWh, 연간 13165.3kWh를 생산할 것으로 예측이 된다. 발전 

전력량은 <표 4.9> 과 같다. 

Average Daily Energy Output 36.1 kWh/daily

Average Month Energy Output 1,097.1 kWh/month

Annual Energy Output 13,165.3 kWh/year

<표 4.9> 선정한 풍력발전시스템 발전 전력량 예측 

월별로 발전량을 도출한 결과 3월이 1314.4kWh로 가장 많은 전력량을 생

산하였고 6,10,11월이 1000kWh 이하의 적은 생산량을 나타내었다.

월별 발전 전력 생산량 <표 4.10>과 같다.

(단위 : kWh)

quietrevolution- 5kW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합계

1218.3 1100.4 1314.4 1272 1119.1 936

13,165.3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171.8 1083 1179 914.5 840 1016.8

<표 4.10> 월별 연간 발전량 예측

4.3.4. 풍력발전시스템 배치 및 발전 전력량 예측

기류 분석을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 건물의 설치 가능지역에 선정한 풍력 

발전시스템을 배치하였다. 설치 지역을 지붕에만 설치했을 경우와 지붕과 측

면에 동시에 설치했을 경우로 나누어 배치하였다. 그리고 적정 이격거리는 

풍력 발전 시스템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풍력 발전 시스템의 제조업체에

서 제시하고 있는 최소 이격거리인 9.3m50)로 결정하였다. 

50) http://www.quietrevolution.co.uk/faq_technical.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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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붕 설치

대상 건물의 지붕에는 헬리포트가 설치되어 있어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헬

리포트의 설치기준51)에 맞춰 풍력발전시스템을 배치하였다. CFD 분석 결과

에 따라 타워 높이를 5대는 3.5m, 1대는 6m로 하여 대상 건물의 평지붕과 

경사 지붕에 (그림 4.18)와 같이 배치하였다. 지붕의 설치 가능 부분에 최대

한 설치한다고 가정할 경우 평지붕에는 3대, 경사 지붕에는 7대가 설치 가능

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설치된 풍력발전시스템이 연간 생산 할 수 있는 

발전 전력량은 131,653kWh로 예측된다.

     

(그림 4.18) 풍력발전시스템 지붕 배치

        

풍력발전시스템을 지붕의 설치가능면적에 배치할 경우 7대가 설치가 가능

하나 지붕에 설치할 경우 풍력발전시스템이 지붕에 미치는 하중을 고려하여

야 한다. 하중의 종류에는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하중, 지진하중이 

있는데 이중에 고정하중은 건물자체의 무게이므로 고려 대상이 되지 않고 나

머지 하중들은 건물이 완공된 후 구조체에 가해지는 압력들이다. 적설하중, 

풍하중, 지진하중은 현행 건축법규에 의하여 위의 자연 현상에 최대한도로 

지탱 할 수 있게 건축물이 설계, 시공되고 있다. 

적재하중은 사후에 건물의 구조에 인위적으로 가해지는 무게로서 물건과 

사람이 그 대상이다. 적재하중은 등분포적재하중과 집중적재하중으로 구분하

51)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이 기준에 관한 규칙 13조 2항에는 헬리포트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12m 이내에는 헬리콥터의 이·착륙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공작물 또는 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

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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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건축물의 용도별로 적용하는 등분포적재하중은 <표 4.11>와 같이 법으로 

규정52)이 되어있다.

따라서 풍력발전시스템은 적재하중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 

선정한 건물은 옥상에 헬리포트가 위치하고 있어 ㎡당 5kN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가 된 것으로 가정을 하였다.

지붕 및 옥상

가. 접근이 곤란한 지붕 1kN/㎡

나. 적재물이 거의 없는 지붕 2kN/㎡

다. 정원 및 집회 용도 5kN/㎡

라. 헬리콥터 정착장(대형인 경우 제외) 5kN/㎡

 <표 4.11> 지붕 적재하중 설계 기준 

본 연구에서 선정한 풍력발전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그림 4.19)과 

같이 최소 480mm x 480mm 크기의 기초판(Baseplate)이 필요하다. 이 때 

수직으로 가해지는 하중은 풍력발전시스템 1개당 4.4kN이고 무게가 305kg

에 불과하기 때문에 건물에 미치는 하중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 판단된

다. 그러나 풍력발전시스템 설치에 따라 하중이 건물에 집중적으로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기초판을 최소 크기보다 2배 정도 크게 하여 하중의 고르게 

분포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된다.

(그림 4.19) 최소 기초판 설치 크기와 풍력발전시스템에서 발생하는 하중

52)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11조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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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붕 + 건물 측면 설치

CFD 분석 결과 건물 지붕뿐만 아니라 건물 동쪽 측면 일부에서도 설치 가

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 (그림 4.20)와 같이 배치를 하였다.

건물 측면의 설치가능면적에 최대한 설치 가능하다고 가정했을 경우 이격

거리를 고려하면 총 3대가 설치 가능하다. 따라서 지붕과 측면에 모두 설치

할 경우에는 최대 13대가 설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설치된 풍력발전시스

템이 모두 가동되었을 때 연간 발전전력량은 171,149kWh으로 예측이 된다.

그러나 건물 측면부 설치는 이론적으로 풍속 확보가 가능하고와 난류층을 

고려하여 건물 측벽에서 이격거리를 두면 설치가 가능하나 기술적으로 고려

해야 하는 부분이 남아 있다. 우선 풍력발전시스템을 측벽에 고정시키기 위

한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고 풍력발전시스템이 설치되는 층에 거주

하는 거주자들의 경관 문제와 지붕에 설치되는 것과는 달리 풍력발전시스템

이 거주 공간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소음 문제도 해결을 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까지 기술력으로는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나 최근 건물에 적

용할 수 있는 소형 풍력발전시스템이 경량화, 저소음, 저진동으로 연구 개발

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는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4.20) 풍력발전시스템 측면과 지붕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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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소결

본 장에서는 초고층 건물에 풍력발전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한 고려요소와 

프로세스를 통하여 실제 초고층 건물 사례에 적용해봄으로써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사례 건물로 선정한 건물은 72층, 높이 297m 규모의 주상 복합 아파트로 

다른 비슷한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의 전력 실측치와 비교했을 때 높은 전

력 소비량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일반 아파트에 비하여 공동 전기 

사용량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상 건물의 공동 

전기 사용량 비율을 줄이기 위하여 주민 공동 시설의 조명 에너지를 풍력발

전시스템이 담당하는 목표를 세우고 적용 프로세스를 진행하였다. 

첫 번째 단계로 대상 건물이 위치한 지역의 기후 분석 결과 평균 풍속은 

3.5m/s로 나타났고 건물의 최고층 높이에서는 6.84m/s의 평균 풍속이 예측

이 되어 풍력발전시스템을 적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풍향 분석 결과 주풍향인 북동(NE)풍이 11.25%로 계절에 

따라 풍향 변동이 매우 심한 것으로 나타났고 주풍향의 반대 방향에 위치한 

바다에서 불어오는 해풍으로 인하여 낮과 밤의 풍향 변동이 심한 것으로 판

단된다.

두 번째 단계로 대상 건물의 풍력발전시스템 적용 가능 위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CFD를 이용해 대상 건물에서 기류 분석을 실시하였다. 대상 건물이 

위치한 지역은 주풍향의 반대방향에서 불어오는 해풍이 큰 영향을 미치기 때

문에 주풍향과 해풍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적용 위치를 도출하였다. 

대상 건물 기류 분석 결과 건물 지붕과 건물 동쪽 측면 일부분에 설치 가

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단계로 대상 건물에 적용 가능한 풍력발전시스템을 선정하였다. 

기후 분석 결과 계절에 따라 풍향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풍향의 변동에 영향

을 적게 받는 5kW급 수직축 풍력발전기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S’자의 나

선형으로 설계되어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하였기 때문에 건물에 적용하기 타

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선정한 풍력발전시스템의 대상 건물에 적용 했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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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발전량을 예측한 결과 1대당 연간 18,165.3kWh를 생산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네 번째 단계로 선정한 풍력발전시스템을 적용 가능한 위치에 배치한 결과 

지붕에만 설치할 경우에는 131,653kWh/year, 지붕과 측면에 모두 설치할 

경우에는 171,149kWh/year의 전력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건물 측면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문제와 소음, 경관 문제 등을 해결

해야 설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상 건물의 풍력발전시스템 적용 결과 지붕에만 설치할 경우에는 주민 공

동 시설에서 사용되는 조명에너지의 67%, 지붕과 측면에 모두 설치했을 경

우에는 87%까지 담당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95 -

제 5 장 결 론

본 연구는 초고층 건물에 풍력발전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초고

층 건물의 풍력발전시스템 적용 가능성과 설치 방안을 제시하고 풍력발전시

스템이 설치되기 위한 고려 요소 및 설계 프로세스를 제시하여 기초적인 지

침과 설계 방향 제시를 하였다.

특히, 기존 문헌과 이론 고찰을 통하여 초고층 건물과 건물설치형 풍력발

전시스템의 특성을 살펴보고, 초고층 건물의 풍력 발전 시스템 설치 사례를 

조사하여 현재의 기술 수준 및 설치 방법을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설치하

는 과정에서 필요한 고려요소를 적용 지역, 적용 방법, 풍력발전시스템으로 

나누어 적용 가능성과 설치 방안을 분석하고 설계 프로세스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실제 초고층 건물을 선정하여 풍력발전시스템을 적용해봄으로써 고려 

요소 및 설계 프로세스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도심지의 풍환경은 개방된 지형에 비하여 지표면으로 갈수록 풍속변화

가 심하여 일반 저층 건물은 풍력발전시스템을 적용하기 힘들지만 높이가 높

아짐에 따라 풍속이 일정해지고 강한 풍속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초고층 건

물에서는 도심에서도 풍력발전시스템이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초고층 건물 계획안이 발표된 도시를 중심으로 풍속을 예측해본 결과 

200m 높이에서는 5.7~7.4m/s, 500m에서는 6.6~8.0m/s의 평균 풍속을 확

보 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나 적용 잠재성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초고층 건물에 풍력발전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건물 지

붕이나 측면에 일체화시키는 방법, 건물의 상·하부의 기압 차이를 이용한 

방법, 벤추리 효과를 이용한 방법으로 나눌 수가 있다. 이 중에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계절에 따라 풍향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풍 환경에 적합한 

건물일체형 풍력발전시스템 적용 유형이 개발되지 않는 이상 건물 지붕이나 

측면에 설치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건물 형태에 따라 지붕이나 측면의 기류 패턴이 달라지기 때문에 C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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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하여 분석해본 결과 정사각형과 직사각형은 건물 지붕과 측면에 일정 

간격의 난류가 발생하여 이격거리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

났다. 그리고 원형과 삼각형 형태는 건물 측면에서 강한 풍속이 발생하였고 

건물 지붕과 측면에서 난류 발생이 적게 나타나 삼각형과 사각형에 비하여 

풍력발전시스템을 적합하기에 유리한 형태로 나타났다. 그리고 Prismatic 형

과 Taper 형을 비교한 결과 Taper 형은 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난류가 적게 

발생하는 특성을 보였고 풍속에서는 전반적으로 Prismatic 형이 더 높은 풍

속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현재 상용화되고 있는 풍력발전시스템을 조사해 본 결과 수평축이 수

직축에 비하여 다양한 시스템 용량이 생산되고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수평축 풍력발전시스템은 시동풍속이 2.7~3.0m/s, 정격 풍속이 

11~12.5m/s로 나타났고 수직축 풍력발전시스템은 시동풍속이 0.5~4.5m/s, 

정격풍속은 수평축과 비슷한 범위를 가지고 있었다. 최근에는 도심지 건물에

서도 적용할 수 있는 수직축 풍력발전시스템 개발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6) 문헌 고찰, 사례 조사 및 고려 요소를 바탕으로 초고층 건물에 풍력발

전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한 설계 프로세스를 제시하였다. 각 단계별로 목표설

정, 대상지 기후분석, 건물의 대기유동장 특성 파악, 적용 위치 판별, 풍력발

전시스템 선정, 적용 가능위치에 배치, 타당성 검토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배

치하였다. 이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실제 초고층 건물을 선정하여 사례 분석

을 실시하였다.

(7) 사례로 선정한 건물은 72층 주상 복합 아파트로 일반 아파트에 공동 

전기 사용량이 높기 때문에 주민 공동 시설의 조명에너지 절약을 목표로 설

정하였다. 대상 지역은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풍향과 해(海)풍을 모두 만족시키는 적용 위치를 도출한 결과 주변의 고층 

건물과 산이 위치하고 있지만 건물의 높은 높이로 인하여 지붕에는 모두 설

치가 가능하고 측면 일부에도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설치 

가능지역에 5kW급 수직형 풍력발전시스템을 배치한 결과 지붕에만 설치할 

경우에는 주민 공동 시설에서 사용되는 조명에너지의 67%, 지붕과 측면에 

모두 설치했을 경우에는 87%까지 담당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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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초고층 건물에 풍력발전시스템을 적용시키기 위한 기초적인 

설계 방향을 제시하고자 고려 요소와 설계 프로세스를 도출하여 사례 연구를 

통해 검증하였다. 그 결과 초고층 건물은 높이 높이로 인하여 건물 지붕과 

같은 고층 부분을 활용할 경우 건물의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일반 저층 건물에서는 적용이 힘들지만 초고층 건

물은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건물 측면에도 풍력발전시스템을 활용 할 수 있

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건물에서의 에너지 절감 비

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풍환경에 맞는 적용 유형과 시스템 용량이 

큰 풍력발전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

다. 그리고 경제성 향상을 위해서는 풍력발전시스템의 국산화 기술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높이에 따른 풍속 예측을 보정식을 이용하여 단순하게 분석

하였으나, 실제 초고층 건물에 적용 시에는 실측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확한 

풍환경 분석이 필요하며 초고층 건물의 형태에 대한 기류 분석에 있어서도 

보다 다양한 형태의 분석이 요구된다. 또한 풍력발전시스템의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전력 생산량뿐만 아니라 경제성이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에 대

한 연구가 추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98 -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1. 강소연, 공동주택단지내 풍력발전시스템의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

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6.

2. 구정은,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해외 초고층 건설사례, 건설경제 통권 55호,

2008.

3. 김무원, 이승일, 에너지와 생태환경 측면에서 본 초고층 주거 건물 평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2007.10.

4. 김석권, 풍력발전 기술 자료와 신재생에너지 사례집, 2009

5. 김성주, 풍황 조사 분석 결과에 의한 풍력발전 시스템 설치 타당성 분석,

전력전자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2007.11

6. 김한영, 건축물 통합형 풍력발전(상암 DMC를 중심으로), 대우건설기술 통

권 31호, 2009.8.

7. 기상청, 풍력자원지도 개발 연구보고서, 2007.

8. 류중석, 초고층 건축물 이대로 괜찮은가, 한국도시설계학회지 통권 19호,

2009.9.

9. 문채주, 정의헌, 심관식, 정권성, 장영학, 우리나라 지형특성을 고려한 풍력

발전 타당성 연구, 한국태양에너지학회 논문집, v28 n6, 2008.12

10. 박민용, 에너지 다소비 건물의 소비인자 추론,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v14

n3, 1998.3.

11. 박상민, 복합용도 초고층건물의 기능별 면적비율에 따른 건물체적과 계획

요소 분포 및 분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논문집, v9 n4,

2008.12.

12. 박준용, 장정익, 최영재, 이진국, 김회룡, 서영석, 이승배, 소형 수직형 풍

력터빈의 개발 및 성능시험, 한국풍력에너지 춘계학술대회 발표자료,

2008.4.

13. 신성우, 서대원, 조인증, 신성장동력으로서의 초고층건축 산업, 한국초고

층건축포럼 10차 국제심포지엄, 2008.

14. 신성우, 초고층 건축 동향과 친환경성, 건설기술 쌍용, v45, 2007.12.

15.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 R&D 전략 2030-풍력, 2007.

16. 양진우, 옥상용 소형풍력발전기의 실증실험연구, 한국해양대학교 해사산



- 99 -

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7.

17. 여영호, 복합용도로서의 초고층 건축물 계획, 초고층 건축물 디자인과 설

계 기술, 2007.

18. 유능수, 윤광용, 풍황이 풍력발전기 출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

국풍공학회논문집 v12 n2, 2008.5.

19. 윤순진, 초고층 탑상형 건축물, 에너지 관점에서 다시보기, 에너지전환회

지 통권 제6호, 2007.

20. 윤종호, 건물일체형 풍력발전(BiWP) 기술현황, 한국건축친환경설비학회지,

v2 n1, 2008.1.

21. 이복남, 국내 초고층 건축물 현황과 미래 건설 산업 전략, 초고층 건축물

디자인과 설계 기술, 2007.

22. 이은택, 초고층 건축물의 건설 기술현황과 개발의 필요성, 주택도시(주택

도시연구원) 제88호, 2006.3.

23. 임보람, 김현수, 이성령, 김진욱, 현대 초고층 건축물의 형태적 경향에 관

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v24 n12, 2008.12

24. 임재휘, 지정환, 윤성원, 건물 통합형 풍력발전, 한국강구조학회지, v21

n3, 2009.6.

25. 전국경제인연합회, 풍력산업 현황과 개선과제, 2009.5.

26. 전완호, 윤성욱, 김 욱, 조장형, 풍력발전기가 설치된 고층빌딩에 대한 전

산유체역학적 고찰, 한국환경과학회지, v18 n8, 2009.7

27. 지식경제부, 풍력발전단지 건설을 위한 지침서 및 지역 수용성 제고방안

연구, 2006.

28. 최원기, 김헌중, 서승직, 동일 체적의 건물 형상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 패

턴에 대한 분석 연구, 한국태양에너지학회 논문집, v27 n2, 2007.6

29. 하나금융연구소, 국내 풍력발전산업의 전망과 경쟁력 분석, 제17호,

2009.5

30. 황병선, 최신 풍력터빈의 이해, 2009

<국외문헌>

1. A G Dutton, J A Halliday, M J Blanch, "The Feasibility of

Building-Mounted/Integrated Wind Turbines : Achieving their potential

for carbon emission reduction, Energy Research Unit, CCLRC, 2005.5.

2. AWEA, "AWEA Small Wind Turbine Global Market Study", 2008.



- 100 -

3. Brad C. Cochran, Rick R. Damiani, "Harvesting Wind Power Tall

Buildings", Wind Power 2008, 2008.6

4. BWEA, "Small Wind Turbine Systems UK Market Report", 2009.

5. Conn Yuen, Marc Zanchetta, Guy Battle, "Performance of a Building

Integrated Wind Farm", The 21st Conference on Passive and Low

Energy Architecture, 2004.9.

6.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 Small Wind Electric Systems,

A Minnesota Guide", U.S Department of Energy, 2006.2

7. Fang Li, James Antell, Martin Reiss, " Pearl River Tower, Guangzhou:

Fire Protection Strategies for an Energy Efficient High-Rise Building,

CTBUH 8th World Congress, 2008.

8. G.J.W. van Bussel, S.M. Mertens, "Small wind turbines for the built

environment", The Fourth European&Africa Conference on Wind

Engineering, Paper #210, 2005.7.

9. GWEC, "Global Wind 2008 Report", 2008.

10. Lin Lu, Ka Yan Ip, "Investigation on the feasibility and enhancement

methods of wind power utilization in high-rise buildings of

Hong-Kong", Renewable & Sustainable Energy Reviews, 2007.11.

11. Luke Leung, Peter Weismantle, "Sky-Sourced Sustainability-The

Potential Environmental Advantaged of Building Tall", The Structural

Design of Tall and Special Building, 2008.11.

12. REFOCUS, "Wind energy urban areas", 2002.3.

13. REFOCUS, "Wind Energy in Building", 2006.3.

14. Richard F. Smith, Shaun Killa, "Bahrain World Trade Center : The First

Large-Scale Integration of Wind Turbines in a Building", The Structural

Design of Tall and Special Building, 2007.11.

15. Roger E, Frechette Ⅲ, Russel Gilchrist, "A Case Study of the Pearl

River Tower, Guangzhou, China", CTBUH 8th World Congress, 2008.

16. Roy Denoon, Brad Cochran, David Banks, Graeme Wood, "Harvesting

Wind Power from Tall Buildings", CTBUH 8th World Congress, 2008.

17. Shaun Killa, Richard F Smith, "Harness Energy in Tall Building:

Bahrain World Trade Center and Beyond", CTBUH 8th World

Congress, 2008.



- 101 -

<Web Site>

1. http://www.bahrainwtc.com/

2. http://www.renewableenergyfocus.com/

3. http://www.wind-energie.de/en/

4. http://www.awea.org/

5. http://www.bwea.com/

6. http://www.canwea.ca/index_e.php/

7. http://www.quietrevolution.co.uk/index.htm/

8. http://www.ctbuh.org/

9. http://www.windenergy.com/index_wind.htm/

10. http://www.bergey.com/

11. http://www.provenenergy.co.uk/

12. http://www.redriven.ca/

13. http://www.northernpower.com/

14. http://www.talentfactory.dk/en/tour/wres/calculat.htm/

15. http://www.ewea.org/

16. http://www.i-park.com/haeundae/main.html/



- 102 -

국 문 초 록

초고층 건물의 풍력발전시스템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전 현 도

중앙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건축환경 및 설비전공

지도교수 박 진 철

최근 초고층 건물의 수요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화석연료 고갈에 

따른 에너지문제와 온실가스저감을 위하여 초고층 건물에서의 신재생에너지의 

적용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현실이다. 

신·재생에너지 중에서도 풍력에너지는 경제성과 효율성측면에서 많은 장점을 

갖고 있어 최근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에너지원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선진국에서는 기존의 항시 바람이 많은 곳에 설치

하는 대형위주에서 탈피하여 상대적으로 바람이 적은 도심건물의 소형 풍력발전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려는 시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 본 연구는 초고층 건물에서의 풍력발전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먼저 초고층 건물의 풍력발전적용을 위한 고려요소를 도출하였고 

특히, 초고층 건물 적용 설계프로세스를 제시하였다. 또한 사례분석과 CFD 시뮬

레이션을 통하여 초고층 건물에서의 풍력발전시스템 적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

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도심지의 풍환경은 지표면으로 갈수록 풍속변화가 심하지만 높이가 높아

짐에 따라 강한 풍속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도심일지라도 초고층 건물인 경우 

풍력발전시스템이 적용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즉, 초고층건물 높이 200m 에

서는 5.7~7.4m/s, 500m에서는 6.6~8.0m/s 정도의 평균풍속 확보가 가능한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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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고층 건물의 위치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 국내의 평균 풍향은 계절에 

따라 변동이 심하여 초고층건물 최상층이나 측면부에 설치하는 것이 유리한 것

으로 나타났다. 

(3) 초고층 건물 형태에 따른 CFD 시뮬레이션 결과에서는 원형과 삼각형 형

태의 건물 측면에서 강한 풍속이 발생함으로써 사각형에 비하여 풍력발전시스템

을 적용시키기에 유리한 형태로 나타났다. 

(4) 초고층 건물에 풍력발전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한 프로세스로 적용 목표 설

정, 대상지 기후 분석, 건물의 대기유동장 특성 파악, 적용 위치 판별, 풍력발전

시스템 선정, 적용 가능 위치 배치, 타당성 검토 순으로 제안하였다.

(5) 풍력발전의 초고층 건물 적용 프로세스에 따른 시뮬레이션에서는(72층 주

상복합) 높은 건물 높이로 인하여 풍속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최상층 지

붕 부분에는 모두 설치가 가능하고 측면 일부에서도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설치된 풍력발전시스템은 초고층건물의 소비전력 일부분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연구는 초고층 건물에서의 풍력발전시스템 적용을 위한  중

요한 기초적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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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Wind Power System

in Super High-rise Building

Jun, Hyun-Do

Department of Architecture

The Graduate School of Chung-Ang University

Advised by Prof. Jin Chul Park, Ph.D.

Recently, the demand for high-rise buildings has rapidly increased, 

while applying renewable energy systems to these buildings has also 

been greatly emphasized to address the energy crisis brought on by the 

depletion of fossil fuels and the problem of greenhouse gases.

Among many new and renewable energy sources, wind energy has 

many advantages due to its efficiency and economical aspect, drawing 

attention as a new source of energy from all over the world. Especially, 

in advanced countries, highlighted i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there 

have been increasing attempts which break from the conventional 

large-scale wind generator systems installed in always windy places, to 

actively install small-scale wind generator systems in urban buildings 

where there is relatively little wind.

Amidst this changing situation, the research was conducted for the 

application of wind generator systems in high-rise buildings, and drew 

out elements to consider for the application of wind generation in 

high-rise buildings, especially, by providing a design process for 

application to high-rise buildings. Also, basic data for applying the wind 

generation system in high-rise buildings has been provided by case 

analysis and CFD simulation.

The research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 105 -

(1) In an urban wind environment, the volatility of wind speeds 

become more severe as it gets closer to the surface of the earth, but 

because wind speeds become stronger with the rise in altitude, applying 

a wind generation system to a high-rise building is possible, even in an 

urban setting. That is, the average wind speeds on 200m high-rise 

buildings were 5.7~7.4m/s, while they were 6.6~8.0m/s on 500m 

buildings.

(2) Among the many methods of applying wind generation to 

high-rise buildings, installation on the highest floor or to the side of 

buildings presented most advantageous in Korea because the average 

wind direction changes from season to season.

(3) The CFD simulation conducted according to each shape of 

high-rise building concluded that circular and triangular shaped buildings 

were more suitable to apply the wind generation system than 

rectangular buildings as more wind occurred on the sides of circular and 

triangular shaped buildings.

(4) The process for applying a wind generation system to high-rise 

buildings were suggested in the following order: setting an application 

target, target area climate analysis, survey of the atmospheric flow field 

of the building, distinguishing the applicable locations, choosing a wind 

generation system, arranging it to a applicable location, reviewing its 

validity.

(5) In the simulation following the wind generation application process 

(72 floor mixed-use high-rise residential building), high wind speeds 

were able to be secured due to the high elevation of the building, and 

installation to both the roof section of the highest floor and parts of the 

side were feasible. In particular, the installed wind generation system 

was able to sufficiently cover a part of the total energy consumption of 

the high-rise building.

Therefore, research like this will be used as important basic data for 

the application of wind generation systems on high-rise building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