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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도시의 과밀화 문제 해결을 위한 토지의 집약적 이용, 매력적인 도시 
경관의 창출과 도시의 경쟁력 강화 등의 이유로, 초고층 건축물의 건설이 활발
해지고 있다. 초고층 건축물 건설 붐은 중동과 중국 등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
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초고층 공동주택의 건축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1990년대 후반부터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시작된 이래 현
재에 이르러서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런데 이러한 초고층 
주거용 건축물은 건물의 특성상 중・저층형의 주거용 건물에 비해 1인 혹은 세
대당 2배 가까운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어, 초고층 공동주택의 확산과 함께 에
너지 소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1)  

  이 가운데, 최근 지구온난화와 자원 고갈의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전 지구
적인 대책이 필요해졌으며, 이에 각국은 2005년부터 발효된 교토 의정서
(Kyoto Protocol)등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
다. 우리나라도 2005년부터 세계 온실가스 배출 10위내에 진입한 국가로서, 앞
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부담을 지게 될 전망이다. 특히 건물에서의 에너지 
사용은 국가 총 에너지 소비의 약 24%를 차지하며, 건축자재의 생산부터 건설 
전과정에 투입되는 에너지를 모두 포함 할 경우, 건물분야에서의 에너지 사용
량의 비중은 30% 이상으로 증가한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BAU대비 2020년까지 
건축물에 의한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30% 까지 저감하고자2) 녹색건축물 활성화 
방안 등을 수립하는 등 건축물에서의 에너지 소비를 저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 The Sidney Morning Herald, 2006
2) 국무회의 발표자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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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에서의 에너지 저감 정책에 따라 신축 및 리모델링하는 건축물에는 에
너지 저감 기술과 자체 에너지 생산 기술이 도입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원전사고와 여름철 전력 수급 문제 등으로 풍력, 태양광 등 대체 에너지 개발
이 더욱 필요해진 실정이다.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에 대
한 신재생 에너지에서 발전된 에너지의 사용비율을 3% 이상이 되도록 법령으
로 규제하고 있으며, 앞으로 초고층 건축물에서의 신재생 에너지 적용 비중은 
중요해질 전망이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풍력발전은 무한한 풍력자원을 
이용한 재생에너지이며, 특히 초고층 건물은 건물의 고저차와 높은 고도에서의 
풍환경을 이용할 수 있어 풍력발전 시스템을 적용하기에 그 어느 건물보다도 
높은 가능성이 있다. 최근에는 대형 풍력시스템 보다는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의 
적용이 주목받고 있으며,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을 이용한 발전 뿐 아니라 이와 
동시에 초고층 공동주택의 문제점 중 하나인 배기 부족 문제를 향상시키기 위
해 배기 겸용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을 적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기초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고층 공동주택에 배기 겸용 소형 풍력발전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고려요소들을 파악하고, Test-bed 실험과 CFD 시뮬레이션을 
통해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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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내용 및 연구 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한 이론적 고찰  
  초고층 공동주택의 현황과 에너지 소비 특성을 파악하고, 소형풍력발전시스
템을 분류·분석한다. 또한,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의 기존 건물 적용 사례를 조사
하여 연구의 방향을 설정한다.

(2)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의 적용을 위한 고려요소 도출 및 제작
  초고층 공동주택에 풍력발전기를 적용하기 위한 고려요소를 분석하고, 특히 
배기를 활용하기 위한 적용 요소를 도출한다. 이를 바탕으로 배기겸용 소형풍
력발전시스템의 최적안을 설계하고, 제작한다. 

(3)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의 CFD 시뮬레이션 및 Test-bed 실험을 통
한 검증
  고려요소에 따라 제작된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을 CFD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풍력발전을 위한 풍환경과 배기성능을 비교 분석하고, Test-bed 에 적용하여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의 전력량과 소음 진동을 측정하여 실제 적용시 
효과와 성능을 검증한다. 

(4) 배기겸용 소형풍력 발전 시스템의 적용성 평가 및 최적 적용방안 제안
  CFD 시뮬레이션과 Test-bed에서의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초고층 공동주택
에서의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의 연간 발전량 예측과 적용위치를 분석
하고, 최적 적용방안을 제안한다.

Fig. 1.1 은 본 연구의 내용 및 전체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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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연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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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선행연구 고찰 
 
 전 세계적인 대체에너지에 대한 관심 고조로, 풍력 발전 시스템의 건물 적용
에 관한 연구 역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80년대 이후 풍력발전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며, 초반에는 대형 풍력발전과 해상 풍력발
전 시스템에 관한 연구에서 시작하여 최근에는 건축물에 풍력 발전시스템을 일
체화하여 적용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증가
하고 있는 추세이다. 

 먼저, 박진철(2003)3)을 시작으로 건축물 주변의 국지적 풍향과 풍력자원을 분
석하고, 건축물에 풍력발전기를 적용하는데 있어 여러 장애요소들을 검토, 제안
하는 등 건물에 풍력발전을 적용하기 위한 기초연구가 실시되었다. 연구 결과 
건물에서의 풍환경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여기서, 
전현도(2009)4)는 풍력발전을 초고층 건축물에 적용하기 위한 고려요소 및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였고, 이동윤(2010)5)은 초고층 건물의 형태에 따른 기류분석을 
통해 초고층 건축물에 풍력발전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의 
적용가능 위치, 건물의 형태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김종근(2010)6)은 풍력발전과 건축물의 일체화를 위한 문제점을 해결한  
디자인을 제안하고, 실제 건축물의 모델링을 통해 여러 가지 역학적 실험을 실
시하여 에너지 효율을 평가하였다. 그리고 문창호(2010)7)는 건물과 풍력터빈을 
일체화시킨 기존 디자인에 대하여 건축적 관점에서 검토 분석하였다. 이어 박

3) 박진철, 건물에서의 풍력발전 적용에 관한 연구, 대학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Vol. 
19, No. 6, 2003.6

4) 전현도 외, 초고층 건물의 풍력발전 시스템 적용을 위한 기초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Vol. 29, No. 1, 2009.10

5) 이동윤 외, 초고층건물에서 풍력발전 적용을 위한 기류분석 연구, 대한설비공학회 하계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0.6

6) 김종근 외, 건축물 일체형 풍력발전의 에너지 효율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
획계, Vol. 26, No. 8, 2010.8

7) 문창호 외, 도시의 건축 디자인에서 풍력터빈의 이용에 대한 사례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
문집 계획계, Vol. 12, No. 4,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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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현(2013)8)은 초고층 건축물에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한 프로세
스를 제안하고, 이를 실제 초고층 건물에 대한 CFD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적
용 프로세스를 검증하였다.

  한편, 최근에는 공동주택의 옥상 배기구에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을 적용하고
자 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김성용(2011)9)의 연구에서는 초고층 공동주택 
수직연도의 유입구 형태 변화에 따른 기류분석 등의 연구로 배기구형태를 이용
한 풍력발전의 가능성과 고려 요소 등을 확인하였다. 이어 이용호(2012)10) 는 
초고층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주방・욕실 배기덕트 풍속을 활용하여 풍력발전 
가능성을 검토하고, CFD 해석을 통해 배기덕트 풍속을 풍력발전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C.Tong (2011)의 연구11)에 의하면 쿨링타워에서의 1.6~1.8m/s의 토
출 풍속을 이용하여 단위 유닛당 연간 43.8MWh의 전기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I.Daut et al (2011)12) 은 지붕 환기팬의 회전에 의해 1200rpm의 
환기팬 회전시 13.9Vdc의 전기가 발생하여 12Vdc의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배기 혹은 환기와 함께 발전이 가능한지의 여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어 A. Patnaik et al (2013)13) 는 배기팬에 PVC 재질의 수직형 
풍력발전시스템을 설치하여, 실험을 통해 43.77m/s의 배기풍속에서 853W의 

8) 박영현 외, 초고층 건물에서의 소형풍력발전시스템 적용에 관한 연구, 대한설비공학회 논
문집, Vol.25, No. 4, pp. 187-193, 2013

9) 김성용 외, 초고층 공동주택의 소형풍력발전시스템 적용을 위한 수직연도 활용에 관한 
연구, 한국 태양에너지학회 논문집, Vol. 31, No. 3, pp.116-125, 2011

10) 이용호 외, 초고층 공동주택의 주방・욕실 배기 풍속을 풍력발전에 활용하는 방안, 한
국 태양에너지학회 논문집, Vol. 32, No. 3, pp.1-10, 2012

11) C.Tong et al., Exhaust Air and Wind Energy Recovery System for Clean 
Energy Generation, 2011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nvironmental and 
Industrial Innovation, 2011

12) I. Daut et al., Power Generation Roof Ventilator, 2011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nvironmental and Industrial Innovation, 2011

13) A. Patnaik et al., Kinetic Energy Recovery System from the flow of exhaust 
in buildings and industries, International Journal of Scientific & Engineering 
Research, Vol. 4, Issue 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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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생산이 가능한 것을 확인하였다. 

 지금까지의 연구 동향을 종합해보면, 건물에서의 풍력발전시스템에 관한 기존 
연구는 대부분 건물일체형으로서 외부 풍환경에 의한 풍력발전기의 적용 가능
성에 대한 연구가 주로 진행되었고,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배기겸용풍력시스템에 
대한 연구는 배기구의 바람을 이용하고자 하는 기초적 연구만 진행되었을 뿐, 
실제 적용성을 검증하고 평가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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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이론적 고찰

  본 장에서는 초고층 건물의 정의와 현황에 대해 파악하고 초고층 공동주택의 
일반적 특성과 배기 특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또한,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의 기초
이론과 현재 동향에 대해 파악하고, 초고층 건축물에 적용된 풍력발전시스템과 
배기풍을 풍력발전에 적용하기 위한 사례 분석을 통해 초고층 공동주택에 배기
겸용 풍력발전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였다.

2.1 초고층 공동주택의 특성

 2.1.1 초고층 공동주택의 정의 및 현황

  (1) 초고층 공동주택의 정의
  초고층 건축물의 역사는 산업화 이래 미국이 주도해 왔으며, 현대에 이르러
서는 전세계적인 붐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초고층건물에 대한 정
의는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지 않으며, Table 2.1에 나타낸 것처럼 각 국가나 
도시 및 단체에서 정하는 관점에 따라 상대적으로 정의되고 있다. 

Table 2.1 국가 및 단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초고층 건축물의 정의

국가 혹은 
단체 내   용 비  고

CTBUH • 50층 이상 혹은 높이 200m 이상인 건축물
• 밑변과 높이의 비율이 1:5 이상인 건축물

중화민국 • 100m 이상의 높이를 가진 건축물 건축규범
일본 • 높이 60m 이상의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한국 •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
축물 건축법시행령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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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국제 초고층 도시주거 협의회(CTBUH : Council on Tall 
Building & Urban Habitat)에서는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m 이상인 건
물이거나 밑변과 높이의 비율이 1:5 이상인 건물’14)을  초고층 건축물로 정의
하고 있으며, 중화민국의 건축규범에서는 ‘100m 이상의 높이를 가진 건축물’
을, 일본에서는 건축법시행령에서 ‘높이 60m 이상의 건축물’을 초고층 건축물
로 간주하고 있다.15)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건축물 시행령16)과 초고층 및 지하
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의한 특별법17)에서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
가 200m 이상인 건물’을 초고층 건축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건축물의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초고층 건축물을 포괄하는 개념
으로서, 초고층 공동주택만을 정의하는 개념은 아직 없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김자경(2008)18)의 연구에서는 1990년대 이후 서울시에 활발히 지어진 초고층 
공동주택의 경향을 분석하였고, 여기서 ‘30층 이상, 높이 100m 이상의 규모의 
공동주택’을 초고층 공동주택으로 정의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50층 
이상 및 200m 이상의 건물만을 초고층 공동주택으로 정의하기에는 대상 건물
의 범위가 적다고 판단하여 30층 이상, 높이 100m 이상의 공동주택을 초고층 
공동주택으로 정의하였다. 

  (2) 초고층 건물의 국내·외 현황
  초고층 건물은 기술력 향상과 함께 도시의 경쟁력 강화, 토지의 집약적 이용 
등의 이유로 그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CTBUH의 통계19)에 따르면, 2013년 10월 현재까지 완공된 초고층 건축물20)

은 813개로, 시공 중인 건물을 포함하면 1,194개에 이른다. 특히, 현재 높이 

14) http://www.ctbuh.org
15) 강부성 외, 초고층 건축물 건설기술 지침, 초고층건축물 건설기술개발 연구단, 2008
16) 국토해양부, 건축법 시행령, 2012.3
1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2011
18) 김자경 외, 서울시 초고층 주거 건축의 특성 및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서울도시연구, 

Vol. 9, No. 2, 2008
19) http://skyscrapercenter.com
20) 여기서는 공동주택을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초고층 건축물로, CTBUH의 정의에 따라 

50층 이상, 200m 이상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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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m 이상인 건물은 2010년 완공된 두바이의 부르즈 칼리파를 비롯하여 3개 
동21)이지만, 2013년 현재 9개동의 500m 이상 건물이 건축중에 있어 초고층 
건축물의 높이 순위는 매년 변동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높이 경쟁으로 대표되
는 초고층 건축의 건설은 전 세계적으로 활발한 상황이다.

   ① 해외 현황
  초고층 건물 건축 붐은 1930년대 크라이슬러 빌딩과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
딩 건설로 시작되어 1970년대의 뉴욕과 시카고의 마천루 건설까지, 미국이 주
도해왔으나 1990년대 말부터는 중동과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급격하게 확산되
었다. 2013년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초고층 건물은 두바이에 위치한 Burj 
Khalifa로, 828m의 높이와 163개의 층을 가지고 있으며, 사우디의 메카에 위
치한 Makka Royal Clock Tower Hotel 이 601m로 그 뒤를 잇고 있다. 
(Table 2.2 참조) 그러나 이 순위는 머지않아 현재 시공중인 높이 1000m의 
Kingdom Tower 가 완공되면 바뀔 전망이며, 이외에도 다수의 100층 이상, 
500m이상의 건물들이 시공 중에 있다. (Table 2.3 참조)

Table 2.2 전세계 초고층 건축물 높이 순위 TOP 20 (현재)
순
위 건축물 City 높이

(m)
층수
(층)

준공년도
(년)

1 Burj Khalifa Dubai 828 163 2010
2 Makka Royal Clock Tower Hotel Mecca 601 120 2012
3 Taipei 101 Taipei 508 101 2004
4 Shanghai World Finace Center Shanghai 492 101 2008
5 International Commerce Center Hong Kong 484 108 2010
6 Petronas Tower 2 Kuala Lumpur 452 88 1998
6 Pertonas Tower 1 Kuala Lumpur 452 88 1998
8 Zifeng Tower Nanjing 450 66 2010
9 Willis Tower Chicago 442 108 1974
10 KK100 Shenzhen 442 100 2011

21) Burj Khalifa (828m, Dubai), Makkah Royal Clock Tower Hotel (601m, Mecca), 
Taipei 101 (508m, Taip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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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2 전세계 초고층 건축물 높이 순위 TOP 20 (현재) (계속)
11 Guangzhou International Finance Center Guangzhou 439 103 2010
12 Trump International Hotel & Tower Chicago 423 98 2009
13 Jin Mao Tower Shanghai 421 88 1999
14 Princess Tower Dubai 413 101 2012
15 Al Hamra Tower Kuwait city 413 80 2011
16 Two International Finance Tower Hong Kong 412 88 2003
17 23 Marina Dubai 393 90 2012
18 CITIC Plaza Guangzhou 390 80 1996
19 Shun Hing Square Shenzhen 384 69 1996
20 Empire State Building New York City 371 102 1931

 Table 2.3 시공중인 전세계 초고층 건축물 높이 순위 TOP 20
순
위 건축물 City 높이

(m)
층수
(층)

준공년도
(년)

1 Kingdom Tower Jeddah 1000 167 2019
2 Ping An Finance Center Shenzhen 660 115 2016
3 Wuhan Greenland Center Wuhan 636 125 2017
4 Shanghai Tower Shanghai 632 128 2014
5 Goldin Finance 117 Tianjin 597 128 2016
6 Lotter World Tower Seoul 555 123 2015
6 The CTF Guangzhou Guanzhou 530 111 2017
8 Tianjin Chow Tai Fook Binhai Center Tianjin 530 97 2017
9 Zhongguo Zun Beijing 528 108 2018
10 International Commerce Center 1 Chongqing 468 99 2017
10 Guangdong Building Tianjin 468 91 2017
12 Lakhta Center St.Petersburg 463 86 2018
13 Riverview Plaza A1 Wuhan 460 82 2016
14 Suzhou Supertower Suzhou 452 92 2016
14 Changsha IFS Tower T1 Chansha 452 88 2016
16 World One Mumbai 442 117 2015
17 Wuhan Center Wuhan 438 88 2015
18 Dream Dubai Marina Dubai 432 101 2014
18 Diamond Tower Jeddah 432 93 2017
20 432 Park Avenue New York City 426 85 2015

 
   특히, 2013년 10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높이 200m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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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831개의 국가적 분포를 보면, 현존하는 200m 이상의 초고층 건물이 가장 
많은 국가는 276개의 중국으로 나타났고, 뒤를 이어 미국(164개)과 UAE (107
개)이었다. 한국 (47개)은 네 번째로 가장 많은 초고층 건물을 가진 나라로 나
타났다. (Fig. 2.1 참조) 

  한편, 시공 중인 381개 건물 중에서는 중국이 214개로 전체 56.2%의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뒤로 인도 (26개), UAE (18개), 사우디 (11개)로 나타났다. 한
국은 8개의 초고층 건축물이 시공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2.2 참조) 

  이로 보아, 현재 초고층 건축물의 건축은 UAE,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과 중
국 과 한국의 동아시아가 주도하고 있는 추세로, 특히 중국의 강세와 인도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Fig. 2.1 초고층 건축물의 국가적 분포 Fig. 2.2 시공중인 초고층 건축물의 
국가적 분포

  한편, 건물의 종류별 분포를 살펴보면, 현존하는 초고층 건축물과 시공중인 
초고층 건축물 모두 사무용 건물의 비중이 각각 405개(49.8%), 155개(40.1%)
로 가장 많았고, 주거용 건물이 그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존 204
개(25.1%), 시공   75개(19.7%)) (Fig. 2.3, 2.4 참조) 

  특히, 최근에는 주거용도 외 다른 용도를 포함한 다용도의 초고층 건축물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이를 감안하면 초고층 주거용 건물의 비중은 더욱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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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 초고층 건축물의 건물별 분포 Fig. 2.4 시공중인 초고층 건축물의 
건물별 분포

  
   ② 국내현황
  국내의 초고층 건축은 1971년에 완공된 삼일 빌딩(31층)을 시작으로, 한동안 
1980년대에 건축된 대한생명63빌딩 과 무역센터 빌딩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초고층 건축물이었다. 2000년 이전까지 우리나라에서 150m 이상의 건축물은 
9개에 불과했으나, 90년대 말부터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불어닥친 초고층 공동
주택 건설의 새로운 트렌드는 2012년까지 150m 이상의 건물을 137개로 늘어
나게 했고, 특히 이중 50%가 최근 3년 동안 지어진 건축물이다.22) Table 2.4  
와 Table 2.5에 현재와 시공중인 국내 초고층 건축물 현황을 나타내었다.

Table 2.4국내 초고층 건축물 높이 순위 TOP 10 (현재)
순
위 건축물 도시 높이

(m)
층수
(층)

준공년도
(년)

1 동북아 무역센터 인천 305 68 2011
2 두산 해운대 위브 더 제니스 A동 부산 300 80 2011
3 해운대 아이파크 마리나 2동 부산 292 72 2011
4 Three IFC 서울 284 55 2012
5 두산 해운대 위브 더 제니스 B동 부산 282 75 2011
6 해운대 아이파크 마리나 1동 부산 273 66 2011
7 두산 해운대 위브 더 제니스 C동 부산 265 70 2011
7 WBC 더 팰리스 2동 부산 265 51 2011
7 WBC 더 팰리스 1동 부산 265 51 2011
10 타워팰리스 3차, G동 서울 264 73 2004

22) CTBUH, CTBUH 저널, No. 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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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5 시공중인 국내 초고층 건축물 높이 순위 TOP 10
순
위 건축물 City 높이

(m)
층수
(층)

준공년도
(년)

1 롯데월드 타워 서울 555 123 2015
2 부산 IFC 랜드마크 타워 부산 289 63 2014
3 사이클론 타워 천안 251 51 2014
4 아트윈 1 인천 248 72 2015
4 아트윈 2 인천 248 72 2015
6 제주 드림 레지덴셜 타워 제주 219 62 2015
7 제주 드림 호텔 타워 제주 213 62 2015
8 이촌 렉스 타워 서울 201 56 2015
9 지웰 시티 랜드마크 타워 청주 195 55 2015
10 청라 포스코 더 레이크 파크 2801 인천 190 58 2013

  국내의 초고층 건축물은 서울을 중심으로 지어져 왔으나, 현재는 부산과 인
천의 성장세가 가장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우리 나라는 해외 시장과는 다르게 
고급 주거 전략 등의 이유로 초고층 주거용 건축물의 경향이 뚜렷하다. 현존 
및 시공중인 건축물 중 가장 높은 100개 건축물을 대상으로 용도를 살펴봤을 
때, 주거용 건축물이 71개로 나타나며, 주거용도를 포함한 다용도인 건물 4개
를 포함시 75개로 전체 75%에 달하는 비중을 차지한다. (Fig. 2.5 참조) 따라
서 다른 나라에 비해 초고층 주거용 건물의 비중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주거용 건축물 100개 중 국가별 분포를 조사한 결과 우리 
나라의 주거용 건축물이 24개로 UAE(아랍에미레이트) (28개)에 이어 가장 많
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 또한 확인 할 수 있었다. (Fig. 2.6 참조)

Fig. 2.5 국내 초고층 건축물 
건물별 분포

Fig. 2.6 전세계 초고층 주거 건축물 
TOP 100의 국가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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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초고층 건축물 현황을 분석한 결과, 현재 국내 초고층 건축물은 주거
용 건물이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에서는 이러한 현상에 대한 부정적 의
견도 대두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불어닥친 경기 침체와 아파트 분양 미달은 초
고층 건축물 건설 붐에 찬물을 끼얹기도 했으나 Table. 2.6 에 나타났듯이, 현
재에도 많은 초고층 주거용 건축물들이 시공 및 계획 중에 있고, 이에 따라 초
고층 공동주택 건설의 성장세는 향후 수년간 계속될 전망에 있다. 

Table 2.6 3년 내 완공 예정인 국내 초고층 공동주택 건축물
순위 건축물 City 높이 (m) 층수 (층)
1 제주 드림 레지덴셜 타워 제주 219 62
2 이촌 렉스타워 A동 서울 201 56
3 청라 포스코 더 레이크 파크 2801 인천 190 58
4 청라 대우 푸르지오 타워 1동 인천 189 58
5 상봉 프리미어스 앰코 타워 1동 서울 185 47
6 청라 포스코 더 레이크 파크 2802 인천 180 55
6 청라 포스코 더 레이크 파크 2804 인천 180 55
6 청라 포스코 더 레이크 파크 2803 인천 180 55
9 청라 롯데 캐슬 프리미엄 타운 타워 1동 인천 170 50
10 상봉 프리미어스 앰코 타워 2동 서울 159 43
10 상봉 프리미어스 앰코 타워 3동 서울 159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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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 초고층 공동주택의 에너지 소비 및 배기 특성

  초고층 공동주택은 건물의 고층화로 인해 중・저층형의 건물들과는 다른 특
성을 가지며, 특히 에너지 소비와 배기에 관한 특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23)

  (1) 일사 및 대기 복사의 영향 증대
  초고층 건물은 고층화에 따른 자중감소를 위해 외피에 비교적 가벼운 창유리
의 커튼월 구조가 많이 사용되어, 다른 건축물에 비해 입면에서 넓은 창면적을 
갖게 된다. 건물의 외표면이 받는 일사는 직달일사, 확산일사, 반사된 일사 3가
지 종류가 있는데, 이러한 입면의 창면적 증가는 겨울철에는 실내외 열교환을 
증가시켜 실내 난방열의 손실을 가져오고, 여름철에는 과도한 일사 열취득으로 
실내 과열 현상을 가져오게 된다. 여기에 초고층 건물의 주변 건물이나 지면에
서의 재복사 또한 초고층 건물의 냉난방 부하로 이어 진다. 특히, 건물의 외표
면에서는 표면의 온도에 따라 정해진 장파장을 천공을 향해서 방사하는 야간복
사현상이 발생하는데, 초고층 건물에서는 이의 영향이 큰 편이다. 

  (2) 상층부의 풍속 증가
  건축물의 초고층화에 따라 외부의 수직적 조건도 변화하며, 풍속의 경우 보
통 지상 100m 에서는 지표면의 1.6배, 지상 150m 에서는 지표의 1.8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외기 풍속이 커지면 외벽표면에서의 대류 열전
달이 증가하여 외피에서의 열손실 증가와 함께 외기 침입량 또한 증가하여 난
방 부하에 큰 영향을 발생시킨다. 

  (3) 고층화에 따른 수직적 길이 증가
  건물의 높이 증가는 엘리베이터와 공조설비에서의 절대적 수직 거리를 증가
시킨다. 이에 따라 반송동력이 증가하게 되므로, 냉난방 에너지 사용을 증가시

23) 이범열, 초고층 건물의 에너지 절약적 공조방식에 관한 연구, 포스코 엔지니어링 기술
보 제27권 제1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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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4) 실내 발열 부하의 증가
  초고층 건물은 토지의 집약적 사용이라는 측면에서 주거 밀도가 높아질 수밖
에 없으며, 이에 따라 사람에 의한 인체 발열, 수증기의 발생 등과 같은 실내 
발열 요소 또한 증가하게 된다. 특히, 사무공간으로 계획되는 경우가 많아 O.A 
기기 사용이 증가하게 되고, 설비의 고급화에 따른 조명, 기기의 발열도 증가하
게 되어 냉방부하의 큰 요인이 되고 있다. 

  (5) 연돌효과 (Stack Effect)
  연돌효과는 고층 건물에서 건물의 수직적 높이에 따른 내외부 공기밀도에 의
한 압력차로 인해 발생하게 된다. 특히 겨울의 따뜻한 실내공기가 실외 공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밀도가 낮게 되어, 겨울철에 저층부에서는 외기가 유입되고 
고층부에서는 실내공기가 유출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런 연돌효과는 출입구 
개폐의 문제점, 엘리베이터의 오작동을 발생시키기도 하며, 특히 침기 및 누기
에 따른 결로 문제, 수직 배기시 역류현상 발생으로 인한 배기효율 저하, 오염
물질의 확산 현상등 배연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24) 

Fig. 2.7 초고층 건축물의 에너지 특성

24) 조진균 외, 초고층 건물 기계설비에서의 연돌효과 대책, 설비/공조・냉동・위생,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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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초고층 공동주택의 에너지 소비는 다른 유형의 주택보다 과다하며, 
이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8년 서울환경 
연합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저층형(5층 이하), 중층형(25층 이하), 초고층형
(30층 이상)으로 구분되는 총 30개 공동주택의 전기 및 가스 사용량을 분석한 
결과, 연간 가구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각각 2.95톤, 4,78톤, 8.2톤으로 밝혀
졌다. 따라서, 초고층 공동주택이 저층이나 중층 공동주택보다 2~3배이상의 온
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5) (Fig. 2.8 참조)

Fig. 2.8  공동주택의 높이별 가구당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 비교
  

   이처럼 초고층건물의 전세계적인 확산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사용과 온실가
스의 저감에서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초고층 건축물에서의 
에너지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25) 서울환경 연합 발표자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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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소형풍력발전시스템에 관한 이론적 고찰

 2.2.1 풍력발전시스템의 개요 및 구성

  (1) 풍력발전시스템의 개요
  풍력발전시스템은 바람의 운동에너지를 블레이드의 회전력으로 변환시켜 이 
힘을 이용하여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시스템이다.26) 풍력발전시스템
은 청정하고, 무한대로 가까운 재생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변환과정에서 화
학적 작용이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다른 화석 에너지나 재생에너지에 
비해 발전단가가 우수한 장점이 있다. (Table 2.7 참조)27) 이론적으로, 풍력발
전시스템은 바람의 운동 에너지를 변환시키는 과정에서 약 10~30%의 효율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Fig. 2.9 참조) 

Table. 2.7 에너지원별 발전 원가 비교
(유로/MWh)

기존 및 화석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기술 단가 기술 단가

원자력 38 풍력(육상) 54
석탄 화력 60 지열 53

가스화복합발전 50 바이오매스 71
가스화단일발전 76 태양광 265

Fig. 2.9 풍력발전 시스템의 원리

26) 하이에너지 코리아, http://www.hi-energy.co.kr
27) 이기우, 녹색대체에너지 기술 특별연수, 중소기업부산 경남연수원, pp.13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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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풍력발전시스템 장치의 구성
  풍력발전시스템은 일반적으로 기계 장치부, 전기 장치부, 제어 장치부의 3 
부분으로 나뉜다. 기계 장치부는 바람에서 풍력에너지를 얻는 블레이드(Blade), 
회전축(Shaft), 로터(Rotor)와, 회전력을 적정한 속도로 변환하는 증속장치
(Gearbox), 및 요잉(Yawing) 장치로 구성된다. 전기 장치부는 기계에너지를 전
기에너지로 변환하는 발전기(Generator)와 안정된 전력 공급을 위한 인버터
(Inverter)로 구성되고, 제어 장치부는 각종 운전을 제어하는 제어 시스템 
(Control System) 등으로 구성된다. 28) (Fig. 2.10 참조)

Fig. 2.10 풍력발전시스템의 장치 및 구성

   ① 로터(Rotor) 및 블레이드(blade)
  바람이 가진 운동 에너지를 회전력으로 바꾸는 장치로, 풍력발전의 성능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효과적인 풍력발전을 위해서는 블레이드의 설계가 
매우 중요한데, 특히 블레이드의 크기(지름)가 커지면 바람을 받는 면적, 즉 수

28) 박정희, 소형풍력발전 기술개발 전략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공학석사학위 논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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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면적이 커지므로 출력에너지가 커지게 된다. 보통 블레이드 길이가 10% 증
가하면 출력이 21%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블레이드 길이가 증가할
수록 효율이 증가한다. 일반적으로 허브에 가까운 부분은 폭이 넓고 끝 쪽이 
좁은 구조이다. 또한 블레이드 단면의 형상은 바람을 맞는 앞면은 바람에 대하
여 경사를 유지하고, 그 각도는 허브에 가까운 중심부가 크고 끝부분은 작으면
서 비틀어져 있다. 블레이드는 바람이 있으면 항상 회전하고 바람이 강하면 고
속으로 회전한다. 따라서 기계적으로 내구성이 있어야 하고 가벼운 재료가 요
구된다. 

   ② 발전기(Generator)
  로터에 의해 바람이 가진 운동 에너지가 회전력으로 바꾸어, 그 회전력으로
부터 전기를 생산하는 장치로서 실제 발전 효율이나 전기의 품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장치이다.

   ③ 인버터(Invertor)
  풍력발전기에서 발생하는 전력을 기존의 부하에 공급하기 위해서 DC 전원을 
AC전원으로 변환이 필요한데, 이 직-교류의 변환을 수행하는 장치로서 풍력발
전 시스템의 필수적인 장치이다. 

   ④ 브레이크(Brake)
  강풍이 불거나 시스템 이상 발생시, 또는 시스템의 보수와 점검 때 로터를 
정지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장치이다.

  (3) 풍력발전시스템의 에너지 특성
  바람은 운동에너지로서, 질량 m[㎏], 속도[m/s]를 갖는 물체의 운동에너지 E
를 나타내면 (식 2.1)과 같다.

E = 1/2 mV2 [J]                        (식 2.1)



- 22 -

  따라서, 공기의 흐름에 의한 에너지는 단위시간당 에너지의 변화량으로 정의
되므로, 운동에너지의 식을 힘으로 변환시켜 나타내면, (식 2.2)와 같다.

P= 1 ∙(단위시간당 질량변화) ∙V2 = 1 ∙ dm ∙V2
2 2 dt   (식 2.2)

Fig. 2.11 블레이드에서 발생하는 풍력에너지

 여기서, Fig. 2.11 에 나타낸 것처럼, 수풍면적 A를 통과하여 풍속 V로 흐르
는 공기유관이라고 가정하면, dm/dt 는 유관 내 기류의 질량 유량을 나타낸
다. 따라서, 유관내 질량은 유관내 체적과 공기밀도의 곱인 ρ(AV) 와 같다. 또
한, 단위시간에 대한 공기의 부피변화는 A∙v(㎥/s) 이며, 유관 내 기류의 단
위시간당 질량변화 유량 dm/dt 는 ρ(AV) 이므로, (식 2.2)의 dm/dt에 ρ(AV)
를 대입하면, 풍력에너지는 (식 2.3)으로 정리할 수 있다.

P= 1 ∙ρ(AV) ∙V2 = 1 ∙ ρAV3 [W]2 2       (식 2.3)

  여기서, P : 풍력에너지의 총량 [W]
          ρ : 공기 밀도 [kg/㎥], 1.225
          A : 블레이드 통과 면적 (수풍면적) [㎡]
          V : 풍속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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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2.3)은 풍력 발전의 해석에 가장 중요한 식으로, 풍력에너지의 크기는 풍
속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풍력발전의 활용에 있어서는 
풍속이 잘 나오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2.2 풍력발전시스템의 분류

  (1) 회전축에 따른 분류 
  풍력발전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지면에 대한 회전축방향에 따라 수평축 풍력발
전시스템(Horizontal-Axis Wind Turbine, HAWT)과 수직축 풍력발전시스템
(Vertical-Axis Wind Turbine, VAWT)으로 분류된다. 수평형 풍력발전 시스
템은 외부기류가 불어오는 방향과 평행하게 축이 놓여 블레이드를 회전시키며, 
수직축 풍력발전 시스템의 경우 외부기류가 불어오는 방향과 수직하게 축이 놓
인다. 

   ① 수평축 풍력발전시스템 (Horizontal-Axis Wind Turbine, HAWT)
 수평축 풍력발전기는 회전축이 지면에 대해 수평으로 회전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가장 안정적인 고효율 풍력 발전 시스템으로 인정되어 전 세계적으로 가
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특히, 지속적 기술 개발로 잠재력이 가장 큰 시스템으
로 중형급 이상의 풍력발전 시스템에 많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주 풍향이 
뚜렷하지 않아, 풍력 에너지를 최대한으로 얻기 위한 바람 추적 장치(요잉 시스
템)가 필요하여 시스템 구성이 다소 복잡하며, 설계시 로터와 타워의 충돌을 고
려해야 한다. Fig. 2.12 는 수평축 풍력발전 시스템의 블레이드 종류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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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2 수평축 풍력발전 시스템의 블레이드 종류

  수평축 풍력발전 시스템 중 풍력발전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시스템은 프
로펠러형 풍력발전시스템으로서, 2개 또는 3개의 블레이드로 구성 된 것이 일
반적이며 블레이드 형상은 항공기 날개와 유사하다. (Fig. 2.13 참조)

 

Fig. 2.13 프로펠러형 풍력발전 시스템

   ② 수직축 풍력발전기(Vertical-Axis Wind Turbine, VAWT)
  회전축이 지면에 댜해 수직한 풍력발전 시스템으로 요잉장치가 없어 간단한 
구조로 만들 수 있어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으나, 현재 실용화된 대형 
시스템은 없으며 대개 소형의 풍력발전 시스템으로 적용된다. 바람의 방향에 
상관없이 운전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나, 시동 토크가 필요하며 시스템의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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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낮다는 단점이 있다. 대표적으로 다리우스형 풍력발전 시스템, 자이로밀형 
풍력발전 시스템, 사보니우스형 풍력발전 시스템이 있다. Fig.2.14 는 수평형 
풍력발전 시스템의 블레이드 종류를 나타낸 것이다. 

 

 Fig. 2.14 수직축 풍력발전 시스템의 블레이드 종류

   가. 다리우스 형(Darrieus Type) 풍력발전 시스템
  다리우스형 풍력발전 시스템은 같은 단면형상의 원호형 날개를 양단을 수직
축으로 2개에서 3개 붙인 형상(Fig. 2.15 참조)이며, G.J.M. 다리우스가 1931년
에 고안한 것이다. 풍향에 상관없이 고속회전으로 발전이 가능하고, 시스템이 
간단하며 저렴한 가격이 장점이나 초기 기동에 토크가 많이 필요한 단점이 있다.  

   

Fig. 2.15 다리우스형 풍력발전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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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보니우스 형(Savonius Type) 풍력발전 시스템
  S.J.사보니우스에 의해 1920년대 고안된 시스템으로, 반원통형의 날개를 바
주보게 한 형상(Fig. 2.16 참조)으로 역시 풍향에 관계없이 발전할 수 있으며, 
시동 토크가 적으나 고속의 회전을 얻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 

   

Fig. 2.16 사보니우스형 풍력발전 시스템

   다. 자이로밀 형(Giromill Type) 풍력발전 시스템
  Fig. 2.17과 같이 2~5개의 블레이드를 대칭형 수직으로 붙여진 형상이며, 구
조적으로는 조금 복잡하지만 높은 효율을 갖는 장점이 있다.

  

Fig. 2.17 자이로밀형 풍력발전 시스템

  (2) 규모에 따른 분류
  풍력발전시스템의 규모는 일반적으로 출력에 따라 초소형, 소형, 중형, 대형 
및 초대형으로 분류되고 있다. 미국 NREL(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의 Larry Flowers는 풍력발전 시스템의 규모를 Table 2.8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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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하고 있으며, 풍력발전시스템의 용량이 10kW 미만일 때를 소형풍력발전시
스템으로 정의하고 있다.29)

Table 2.8 NREL에서의 풍력발전 시스템 규모에 따른 구분
규모 소형 중형 대형
용량 < 10kW 10~250kW 250kW~2MW

적용 가정, 농장, 
원격조정용 등

마을 단위의 
하이브리드 시스템 풍력단지

  또한,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에서는 Table 2.9
와 같이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의 정의를 따로 분류하고 있다.30)

 Table 2.9 IEC 소형풍차의 규모에 대한 정의

IEC SWTG Definition Rotator Swept Area < 40㎡, 
and < 1,000 V a.c. or < 1,500 V d.c 

Estimated
Relative

Specifications

Radius [m] 3.6
Diameter [m] 7.1

Cp 0.35
Rated Speed [m/s] 12.0

Power Density [W/㎡] 1058.4
Rated Power [kW] 14.8

  특히, 대형 풍력발전 시스템이 풍력단지(Wind Farm)에서 계통을 통해 전력
을 공급하는 것과는 달리,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은 생산된 전기를 충전장치에 
근간을 둔 시스템으로 활용 할 수 있다. 이에 발전 단가는 높아지긴 하지만, 
저풍속에서 활용이 가능하고 건물 일체형 시스템으로 도심지에서 활용할 수 있
어 그 활용도가 많아질 전망이다. 10Kw 급의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의 경우, 풍
속 3.5m/s의 풍환경을 확보한다면 최소한의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31)

29) 손학식, 신재생설비 전력시스템, 한국에너지정보센터, p.231, 2010.4
30) IEC. Technical Commitee N° 88 : Wind Turnine Systems 
31) 박정희, 소형풍력발전 기술개발 전략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공학석사학위 논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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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3 국내·외 풍력발전시스템 동향

  (1) 국내 동향
  국내에서는 1990년대 이후, 지구온난화와 자원 고갈등의 문제로 대체에너지
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2000년대 후반부터 정부차원에서의 대체에너지 보급
이 추진되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의 공급 비중은 2003년 2.1%에서 2007년 
2.4%로 증가하였고, 2008년에 제 3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
본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11%로 늘어날 전망이다. 
(Table 2.10, Fig. 2.18 참조)

Table 2.10 신・재생에너지 공급 추이(2003~2007년)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신·재생공급량(천toe) 4,437 4,582 4,899 5,225 5,764
1차에너지소비량(천toe) 215,067 220,238 228,622 233,372 242,869

공급비중(%) 2.06 2.08 2.13 2.24 2.37
증가율(전년대비: %) 52.1 3.3 6.5 7.1 10.3

Fig. 2.18 신・재생 에너지 보급 전망 및 목표 (1차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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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량을 기준으로 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는 2030년 까지 7.7%를 차
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풍력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 것으로 보인
다. (Table 2.11 참조)32)

Table 2.11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전망 및 목표
(단위 : MWh)

2008년 2010년 2015년 2020년 2030년
태양열  - -  15,330 391,890 2,046,139 
태양광  202,443 476,709 961,773 1,424,471 1,971,513 
풍  력  425,297 880,641 4,336,243 8,138,081 16,619,638 
소수력  289,949 393,836 653,552 913,269 1,926,163 
목질계  -   62,306 166,396 1,146,446 2,628,920 

바이오가스  294 3,449  31,372  64,222 161,129 
지  열  -   70,080 744,600 1,401,600 2,803,200 
LFG  597,460 684,853 903,336 1,121,819 1,340,302 

해  양  876 278,102 1,571,488 3,629,361 6,159,599 
대수력 3,494,833 3,494,833 3,631,991 3,746,289 3,860,587 

재생E 전력 5,011,152 6,344,809 13,016,081 21,977,446 39,517,190 
발전비중 1.2% 1.5% 2.9% 4.7% 7.7%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해 발전차액제도 (FIT: Feed-in Tariff)
과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사업자들에게 일정 분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
록 하는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 (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를 적용하고 있으며, 일반 가정에도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풍력에너지의 경우 기술개발을 통해 2020년까지 세계 Top 5에 
이르는 기술력을 확보하고, 대형 해상 및 육상 풍력발전 시스템을 개발하는 동
시에 2030년까지는 건물 적용형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으로 풍력발전 시스템의 
적용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어 국내에서의 풍력발전 시스템 적용을 위
한 기술개발 및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32) 에너지 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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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해외 동향
 전세계의 풍력 시장은 2012년 기준으로 약 45GW의 신규 풍력발전이 추가 되
어 전세계 풍력 용량이 19% 늘어났고, 총 용량은 약 283GW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Fig. 2.19 참조) 2012년까지 1GW이상의 가동용량을 보유한 
나라는 24개국이며, 2007년 말부터 2012년까지 누적풍력발전 용량의 연평균 
성장률은 평균 25%이다. 

 

Fig. 2.19 전세계 풍력발전 용량 추이 (1996년~2012년)

    ① 미국 
   미국은 2012년 강한 성장세를 보여, 세계 시장 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풍
력은 미국의 신규 전기 생산 용량의 45%를 차지하며, 2012년 말 가동된 
60GW의 용량은 1,520만호의 가정에 전력 공급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양이 생
산되었다. 특히 터빈 부품의 국내 제조 증가와 효율성 개선 등 기술개선에서의 
가격하락과, 연방정부의 생산세액 공제제도(Production Tax Credit)의 만료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풍력발전 시장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② 중국
   2012년 중국은 풍력 용량 13GW가 추가되었고, 세계 시장의 27%를 차지하
고 있다. 2011년까지 다소 시장이 둔화되는 추세였으나, 2012년 말까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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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GW의 풍력용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처음으로 전력생산에서 핵발전을 능가
했다. 

   ③ EU
  유럽연합의 경우, 2012년 11.9GW의 풍력용량을 추가했으며, 2012년말 유럽
연합의 총 전력 용량에서 풍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11.4%에 달한다. 특히 독일
은 유럽 최대의 시장으로서 10년만에 가장 많은 설비를 추가 (2.4GW)했으며, 
영국이 유럽 신규 설비면에서 2위(1.9GW)에 올랐다.

   ④ 인도
  인도는 2.3GW를 추가, 2012년 말 총용량 18.4GW로 세계 5위를 차지하고 
있다. 인도는 연방정부 차원의 강력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중국과 함께 아
시아에서 가장 큰 시장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중국과 인도에서 풍력발전 보급세가 다소 주춤한 면이 있으나 전세계적
으로 풍력발전 시스템은 성장세에 있으며, 기술개발 촉진과 원가 절감, 정부의 
인센티브 지원 등으로 풍력발전시장의 성장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
다.33) 특히, 중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소규모 풍력발전 시스템의 적용이 늘고 
있는데 2011년 말 총 용량 576MW인 약 73만여 개의 소규모 터빈이 가동 중
에 있으며, 이는 2010년에 비해 27% 증가한 수치이다. 전세계 용량으로는 중
국이 40%, 미국이 35%를 차지하며, 영국(11%), 독일(2.6%) 순이었다.  

33) REN21, Renewables 2013 Global Status Report,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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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시스템 적용에 관한 사례 조사

 2.3.1 풍력발전시스템의 건물 적용 사례

  (1) 바레인 월드 트레이드 센터 (Bahrain World Trade Center)34)

  바레인 월드 트레이드 센터는 초고층 건물에 풍력발전시스템을 적용한 대표
적인 사례로서, 초고층 건물에서 사용하는 엄청난 전력사용량을 풍력에너지로
서 자급하고자 하는 실용적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칭을 
이루고 있는 240m 높이의 직각삼각형 두동의 건물 사이로 상, 중, 하부분에 
세 개의 다리가 두동을 연결하는데, 각각의 다리 중간에 블레이드 지름 29m, 
225kW급 수평축 풍력발전 블레이드가 설치되어 있다. 해안지역에 위치한 건물
의 입지를 이용, 해풍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설계된 대칭형상의 건물사이 공간
에서 발생하는 벤츄리 효과(Ventury Effect)를 이용하여 풍력발전 효율을 극대
화하고자 하였으나 해풍이 불지 않는 경우 풍력발전이 불가능한 단점이 있다. 
(Fig. 2.20 참조) 이를 통해 연간 1.3GWh의 전력을 생산하고, 연간 전력사용량
의 13%를 자급하고 있다. 

Fig. 2.20 바레인 월드 트레이드 센터

34) 김현구, 도시 풍력발전 동향, 녹색기술동향보고서 제 5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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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광저우 펄 리버 타워 (Pearl River Tower)
  광저우 펄 리버 타워는 바레인 월드 트레이드 센터와는 달리 건물의 내부에 
풍력발전기를 도입하였으며, 71층, 309m 높이의 건물 중앙의 상하단부에 바람
의 방향에 대해 세심히 설계된 유로를 적용하고 있다. 이로서 직각형태의 고층
건물 전면에 바람이 불 때 발생하는 정체에 의한 풍압증가를 감소시키는 동시
에 바람의 유도로 풍력발전 효과를 얻으며, 바레인 월드 트레이드 센터와 같이 
주풍향에서 바람이 불 때에만 풍력발전이 가능하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Fig. 
2.21 참조)

Fig. 2.21 광저우 펄리버 타워

  (3) 런던 스트라타 SE 1 (Strata SE 1)
 런던의 가장 큰 주거개발 프로젝트인 Strata SE는 148m 높이 건물의 옥상부
에 9m 지름의 세 개의 수평축 풍력발전시스템이 적용되었고, 역시 바레인 월
드 트레이드 센터와 같은 벤츄리 효과가 적용되고 있다. 전체적인 생산량은 연
간 50MWh로, 건물 전체 에너지의 8%를 담당하고 있다. 앞의 사례와 마찬가지
로 고정된 터빈으로서 남서향의 우세한 바람이 불 때 최적의 성능을 낼 수 있
다.35)  (Fig. 2.22 참조)

35) CTBUH, CTBUH 저널, No.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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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2 런던 스트라타 SE 1

  (4) 오클라호마 의료연구재단 (Oklahoma Medical Research Foundation)
  앞의 사례와는 달리 건물 옥상에 소형 풍력발전 시스템을 건물 일체형으로 
설치한 사례로, 18.5피트 크기의 소형풍력발전 시스템 18개를 설치, 세계에서 
가장 큰 건물 옥상형 풍력발전 시스템이다. 이로서 건물 에너지의 36%를 담당
하고 있으며, 주풍향에 관계없이 풍력발전이 가능한 사례이다.36) (Fig. 2.23 참조) 

Fig. 2.23 오클라호마 의료연구재단의 옥상형 풍력발전 시스템

36) http://collaborativesevicesinc.wordpress.com/tag/building-integrated-wind-turb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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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2 배기풍을 풍력발전시스템에 이용하기 위한 방안

  (1) 국내 사례
  2000년대 후반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 나라에서도 연구단체와 소형풍력발전기 공급 업체를 중심으로 소형풍력발
전 시스템을 건물에 적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왔다. 특히, 2009년 
S 건설사에서는 향후 공동주택의 에너지 저감을 위한 방안으로 Fig. 2.24 와 
같이 옥상 배기구에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으
며,  H 소형풍력발전 시스템 공급업체에서는 Fig. 2.25 에 나타낸 것과 같이 
송풍구에 다리우스형 블레이드를 설치하여 80%의 효율 획득이 가능한 것을 확
인한 단계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실험에 의해 전력 생산과 
배기효과에 대한 확인은 하지 못한 상태로, 실제 적용 단계까지는 많은 과제를 
남겨두고 있는 상태이다.37)

Fig. 2.24 공동주택 옥상 배기구의 바람을 
이용하기 위한 풍력발전 시스템 (안)

37) 하이에너지, www.hi-energ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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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5 송풍구 바람을 이용하는 다리우스형 풍력발전 시스템 (안)

  (2) 국외 사례
    ① Exhaust Air Recovery System
   University of Malaysia에서 개발한 Exhaust Air Recovery System은 
Fig. 2.26과 같이, 수직축의 풍력발전시스템을 2m 직경의 쿨링타워에 설치하
고, 가이드 베인의 형상에 의해 발생하는 벤츄리 효과를 이용한 시스템이다. 축
소모델의 실험결과 쿨링타워의 소비전력을 13% 저감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38)

Fig. 2.26 Exhaust Air Recovery System 개념도

38) W.T.Chong, Early development of an energy recovery wind turbine generator 
for exhaust air system, Appled Energy,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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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Power Generation Roof Ventilator 
  University Malaysia Perlis에서 개발하였고, 환기 팬에 추가의 핀을 부착하
여 배기효과와 함께 전력생산이 가능하도록 개조한 시스템이다. 실험 결과 핀
의 부착으로 팬의 회전수가 증가하였고 1200rpm의 회전에서 12.3Vdc의 전기
가 발생하였다. (Fig. 2.27 참조)39)

  

Fig. 2.27 추가 핀을 부착한 Power Generation Roof Ventilator (좌) 및 실험 결과 (우)

   ③ Kinetic Energy Recovery System
  산업용 건물에서 발생하는 고속의 환기 팬에 수직형 풍력발전시스템을 적용
한 것으로, 실험에 의해 풍력발전기가 환기팬에 대해 90°의 각도에서 풍속 
43.77m/s 일 때, 853W의 전기 생산이 가능하였다. (Fig. 2.28 참조)40)

 

Fig. 2.28 Kinetic Energy Recovery System 개념도

39) I.Daut et al., Power Generation Roof Ventilator, 2011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Industrial Innovation, 2011

40) A.Patnaik, Kinetic Energy Recovery System from the flow of exhaust in 
buildings and industries, International Journal of Scientific & Engineering 
Research, Vol. 4, Issue 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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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WindTronics ERX Turbine  
  미국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에서 개발하였으며, 캠퍼스 내 건물의 
쿨링타워에 수평형 풍력발전기를 설치하여, 팬으로부터 1ft 떨어진 위치에서 실
험결과 연간 4,575kWh의 발전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Fig. 2.29 참조)41)

Fig. 2.29 WindTronics ERX Turbine 개념도 및 설치사진

  사례 분석 결과, 최근 초고층 건물에 풍력발전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 건물
의 형상 등을 이용하여 풍력발전에 적합한 풍환경을 만들고, 여기서 풍력발전 
시스템을 적용하여 건물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8~13%를 담당할 수 있는 단계까
지 이르렀으나, 주풍향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풍력발전이 어려운 한계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배기풍을 풍력발전에 이용하고자하는 연구 또한 활
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실험단계에서 적용성만을 확인한 단계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초고층 건물에 배기겸용 소형풍력시스템으로서 적용하기 위한 연
구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41) B. Alymov, Assesing the Potential of TAM Wind Turbines at USC, Study 
Report, The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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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소결 

  본 장에서는 초고층 건물의 현황과 에너지 소비특성에 대해 분석하고, 소형
풍력발전 시스템의 이론과 건물 적용사례를 조사하여 초고층 공동주택에 배기
겸용 소형풍력발전 시스템 적용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였다. 본 장에서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초고층 건물에 관한 정의는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지 않으며 각 국가나 단
체에서 상대적으로 정의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초고층 건물은 높이 200m 이
상, 50층 이상의 건물로 정의되고 있으며, 본 연구의 대상인 초고층 공동주택
에 대해서는 30층 이상, 높이 100m 이상으로 정의하였다. 

(2) 초고층 건물은 기술 향상과 함께 도시경쟁력 강화 등의 이유로 최근 중동
과 중국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이후 초고층 건
물의 건축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특히 주거용 초고층 건물이 75%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3) 초고층 공동주택은 건물의 고층화로 인해 중・저층형의 건물들과는 다른 
에너지 소비 특성을 가지며, 이에 따라 2~3배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
어 초고층 공동주택에서의 에너지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4)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은 바람의 운동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시
스템으로, 풍력에너지는 풍속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이를 최대한 이용하기 위
한 방법에 따라 수평축과 수직축 풍력발전 시스템으로 나뉜다. 풍력발전시스템
을 이용한 전력생산의 중요성은 날로 중요해지고 있으며, 국내외에서 지속적인 
풍력발전시장의 성장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5)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의 건물적용사례를 분석한 결과, 초고층 건물에서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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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형상등을 이용한 풍환경 조성으로 건물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8~13%정도를 
담당하고 있으나, 주풍향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풍력발전이 어려운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기풍을 이용해 풍력발전 시스템을 운전하기 위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실험단계로서 실제 초고층 건물에 배
기겸용 소형풍력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기 위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
은 상태이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본 장에서 고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배기겸용 소형풍력
발전 시스템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고려요소를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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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시스템 
적용을 위한 고려요소

3.1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시스템 개요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물에서의 에너지 저감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의 
적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에너지 다소비형 건물인 초고층 건물에서
의 신재생 에너지의 적용은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풍력발전 시스템은 신재생
에너지원 중 하나로서 무궁한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해상 
또는 육상의 대단위 풍력단지를 기반으로 하는 대형 풍력발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나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도심지에서의 적용을 통해 건물의 에너지 자
급을 실현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바람의 힘을 이용하는 풍력발전은 풍속의 확보가 중요한데, 초고층 건
물은 높이차에 의해 지상보다 더 큰 풍속이 발생하여 풍력발전을 적용하기 위
한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초고층 건물의 풍력발전 적용 사례가 증가하
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초고층 건물의 풍력발전 적용은 주풍향을 이용한 풍력발전
이 주를 이루어 왔으며, 이는 계절풍의 특성이 존재하는 우리나라의 풍환경에
서는 초고층 건물의 풍력발전 적용에 있어 불리한 조건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국내를 비롯한 미국과 말레이시아 등 배기풍을 풍력발전에 이용하기 위한 연구
가 진행되어오고 있으나, 아직 실험단계에 그치고 있으며 초고층 건물에 적용
하기 위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초고층 건물에서 풍향에 상관없
이 풍력발전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는 적용하기 위해서, 외부의 바람을 이용할 
뿐 아니라 초고층 건물의 배기구에서 발생하는 배기풍을 이용하여 항상 안정적
인 풍속을 확보할 수 있는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의 개발과 적용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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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 또한 이 시스템은 배기구에 적용되어, 기계환기 의존도가 높은 초고층 
건물에서의 배기성능 또한 함께 향상시킬 수 있는 배기겸용 시스템의 적용으로 
초고층 건물에서의 배기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의 개발과 적용을 위한 고
려요소를 파악하고, 시스템의 설계를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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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의 개발 및 적용을 위한 고려요소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의 개발과 적용을 위한 고려요소는 크게 풍환
경에 따른 고려요소,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에 따른 고려요소, 그리고 배기풍의 
이용에 따른 고려요소로 구분할 수 있다. 

 3.2.1 풍환경에 따른 고려요소 

  (1) 대상지의 기후에 따른 풍환경
   ① 풍속과 풍량
  풍력발전에 있어 풍속은 풍력발전의 효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
다. 앞 장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풍력발전에서 바람 에너지는 풍속의 세제곱
에 비례하여, 풍속이 2배가 되면 가용한 동력은 8배가 되므로, 작은 풍속의 증
가로 풍력 에너지를 증폭시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전력생산을 위해서는 일시적인 풍속이 아닌 지속적으
로 풍속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풍력발전기는 시동을 위한 토크가 필요하
며, 이는 운전중인 풍력발전에 필요한 풍속보다 더 큰 풍속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풍속과 풍량은 대상 지역의 기후, 기상과 지형적인 특성에 
따라 매우 불규칙하기 때문에 풍력발전 적용을 위해서는 대상지역의 풍환경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② 풍향
  풍향은 기류의 상태를 나타내는 중요 요소로서, 대개 풍향은 기류 방향의 변
화에 대한 누적된 측정값을 방사형 그래프로 표현한다. 이를 바람장미(wind 
rose)라고 하는데, 이때 가장 빈도수가 높은 풍향이 주풍향(Prevailing Wind 
Directions) 이다. 풍력발전 시스템에서는 블레이드의 형상에 따른 주풍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특히, 수평축 풍력발전 시스템의 경우 주풍향이 아닌 풍
향에서는 발전 효율이 극히 떨어지게 된다. 주풍향 또한 지역별로 기후나 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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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존재하므로, 풍력발전 적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대상 지역의 풍향에 대
한 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   

  (2) 건물에서 발생하는 기류
  도심지역에서는 해상이나 사방이 트인 곳과는 달리 건물에서 발생하는 풍환
경, 즉 빌딩풍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빌딩풍은 건물 주변에서 발생하는 바람
으로서, 기류가 건물에 부딪혀 형성되는 정압과 부압에 의해 생긴다. (Fig. 3.1 
참조)42)

(a) 단면 (b) 평면

Fig. 3.1 기류에 의해 건물주변에 발생하는 기압차

  빌딩풍의 종류는 난류, 역류, 박리류, 하강풍, 극간풍, 가로풍등이 있으며, 이
러한 빌딩풍은 풍력발전시스템의 건물 적용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라 할 수 
있다. Fig. 3.2 는 건물에서 발생하는 빌딩풍의 종류를 나타낸 것이다. 

42) 김진우, 초고층 공동주택의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시스템 적용을 위한 실험적 연구, 중
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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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 건물에서 발생하는 기류

   ① 와류
  장애물과의 마찰 등에 의해 발생하는 소용돌이 같은 바람에 의해 풍향과 풍
속이 급격히 변하는 현상으로, 건물의 배후에 발생하여 후류역이라고도 한다. 
와류는 풍력발전시스템의 고장과 효율 저하를 일으키므로 반드시 고려해야한다. 

   ② 박리류
  바람이 건물에 이르르면 벽면을 타고 흘러가다가, 건물 모서리에 이르러서는 
벽면을 따라 흐를 수 없으므로 건물의 모서리에서 박리(Seperation)현상이 일
어난다. 박리류는 주변보다 더 빠른 풍속을 나타내며, 건물 배후에는 낮은 부압
을 형성하여 매우 불규칙한 바람을 만들게 된다.

   ③ 상승풍 및 하강풍
  건물의 하단에서 소용돌이의 모습으로 벽면을 타고 상승하는 바람이며, 하강
풍은 바람이 건물과 부딪혔을 때 건물 높이의 2/3지점에서 상하 혹은 좌우로 
나뉘는데, 이 때 좌우로 나뉜 기류가 건물 배후의 와류역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발생한다. 이런 상승풍과 하강풍은 고층건물일수록 현저히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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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역류
  역류 현상은 건물에 기류가 부딪혔을 때 건물의 2/3 지점에서 상하 혹은 좌
우로 나뉘면서, 이때 일부가 지면을 따라 바람과 반대 방향으로 향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특히 고층건물의 전면에 건물이 위치한 경우 강하게 나타난다. 
 
   ⑤ 개구부풍
  건물의 하단의 개구부에서, 건물의 풍상측(Windward)과 풍하측(Leeward)이 
연결되어 발생하는 벤츄리 효과를 통해 개구부에서 빠른 바람이 형성되는 현상
이다.

   ⑥ 가로풍
  건물이 집중된 도심에서는 바람길이 형성되며, 특히 건물군이 규칙적으로 길
게 배치된 경우 더욱 잘 발생된다. 박리류와 하강풍 등도 가로를 따라 부는 현
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런 바람을 가로풍이라 한다. 

   ⑦ 극간풍
  건물이 2동 이상이거나 인접한 건물이 있는 경우, 바람이 건물사이를 통과할 
때 벤츄리효과에 의한 빠른 기류가 발생 하며. 건물로부터의 박리류, 하강풍이 
겹쳐져 빠른 바람이 발생하는 현상으로 극간풍 또는 골짜기바람이라 한다. 

  (3) 높이에 따른 풍환경
  지면 근처에서의 기류는 장애물 등에 의해 방해를 받으므로, 풍속은 지면으
로부터 높을수록 증가하게 되며, 따라서 대부분의 풍력발전기는 높은 타워에 
설치된다. 따라서 지면으로부터 높은 초고층 건물의 경우 풍력발전시스템 적용
에 유리한 풍환경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풍력발전기를 적용하기 위한 풍환경
의 평가를 위해서는 풍속자료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러한 풍속자료는 관측소의 
높이인 10m~20m 에서 측정되고 있어 실제 높이에 따른 퓽속값과는 차이를 
가진다. 따라서 높이에 따른 풍속 계산을 위해 기상청의 측정값을 바탕으로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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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증가에 따른 풍속 보정을 실시하여 풍력발전시스템 설치높이에서의 풍속을 
예측할 수 있으며, 이때 풍속 보정식은 (식 3.1) 과 같이 오차가 적고 보정이 
용이한 Deacon식43)이 주로 이용된다. 44)

                           


 


                      (식 3.1)

   보정된고도의풍속과고도
   실측된풍속계의풍속과고도 

이 때, 지형의 변화(기하학적 평균높이)와 지면조도에 의해 풍속할증계수가 결
정되며 이는 (식 3.2)와 같다.

                         

 ln  


ln 


 ln 


         (식 3.2)

 ×  기하학적평균높이 
  풍속측정높이
  지면거칠기정도

 식의 보정은 수면에서 도심지 등 대상지역이 지형의 지면 거칠기 정도
(Roughness Length, m)45)를 나타내는 를 이용한다. (Table 3.1 참조)

43) 기상청, 풍력자원지도 개발 연구보고서, 2007
44) 전현도, 초고층 건물의 풍력발전시스템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

문, 2010 
45) Risoe National Laboratory, European Wind Atlas, Chapter 1,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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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 지형에 따른 거칠기 (Roughness Length)
Roughness 

Class
Roughness

 Length (m)
Energy 
Index
(%)

Landscape Type

0.0 0.0002 100 Water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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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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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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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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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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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0.4 24 Villages, small towns, agricultural land with many or tall sheltering hedgerows, forests and very rough and uneven terrain
3.5 0.8 18 Larger cities with tall buildings
4.0 1.6 13 Very large cities with tall buildings and skycrapers

 
  Deacon 방정식에 따라 서울지역에서의 높이별 풍속분포를 예측해보면, 먼저 
기준풍속은 기상청의 10m 측정값으로 서울 지역은 2.5m/s이고, 지면 거칠기 
정도는 Table. 3.1 에 따라 4.0 등급인 1.6으로 설정하였다. 보정을 통해 서울 
지역의 높이별 풍속분포를 예측한 결과는 Table 3.2와 같다.

Table. 3.2 서울 지역의 Deacon 방정식을 통한 높이별 풍속 예측값
기준 보정 값

높이(m) 10m 100m 200m 300m 400m 500m
풍속(m/s) 2.5 5.5 6.3 6.7 7.0 7.2

  보정 결과, 본 연구에서 설정한 초고층 공동주택의 기준 높이인 100m 높이
에서의 풍속이 5.5m 로 예측 되고 있으며, 소형풍력발전을 시동하기 위한 풍
속이 3~4m/s 임을 고려할 때 Deacon 방정식에 의해 서울지역에서 100m 높
이의 초고층 공동주택에서는 풍력발전 시스템 적용이 가능한 풍환경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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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2 소형풍력발전시스템 특성에 따른 고려요소

  초고층 건물의 대상 지역과 건물 환경이 풍력발전 시스템을 적용하기에 적합
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적절치 못한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을 적용하게 
되면 효율 저하나 고장 등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으며, 특히 초고층 공동주택
은 주거 지역으로서 풍력발전시스템에 의해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안전 등의 
문제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소형풍력발전시스템 자체의 특
성에 따라 고려해야할 요소들을 파악하였다.

  (1)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의 성능46)47)

   ① 출력곡선(Wind Power Performance Curves)
  출력곡선은 성능곡선이라고도 하며, 풍력발전시스템의 풍속에 대한 출력을 
나타내는 곡선으로 약 10%의 오차를 감안하여 고려해야한다. Fig. 3.3 은 
300W급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의 출력곡선을 나타낸 예시이다.48) 

Fig. 3.3 300W급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의 출력곡선 예

46) 김석권, 풍력발전 기술자료와 신재생 에너지의 사례집, 신기술, pp.91~94, 2009
47) 황병선, 최신풍력터빈의 이해, 아진, 2009
48) 하이에너지코리아, www.hi-energ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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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출력계수(Power Coefficient, CP)
  출력계수는 풍력발전시스템이 바람으로부터 블레이드의 회전을 통해 취할 수 
있는 에너지의 비율, 즉 풍력발전기의 효율을 말하며, (식 3.3)과 같이 나타낸다.

                           


 

                      (식 3.3)

 실제로얻어진출력 · or  

  공기밀도  or 

  블레이드의바람접촉면적  

  풍속  

  출력계수의 최대값은 이론적으로 59.3%으로 알려져 있으며, Fig. 3.449) 와 
같이 5~7m/s에서의 고속형 프로펠러형 풍력발전기가 45% 정도로 가장 고효율
이며, 다리우스형 풍력발전기가 4m/s 일 때 약 40%, 사보니우스형의 경우 저
속인 1m/s 내외에서 15%정도의 출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3.4 블레이드별 출력계수

49) http://re.buildingefficiency.info/en/w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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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주속비(TSR, Tip Speed Ratio)
  주속비란, 블레이드 선단속도라고도 하며 블레이드 끝의 회전속도를 말한다. 
이 값은 풍력발전시스템의 블레이드 종류와 날개 수 및 형상에 따라 달라지는 
값으로, 특히 블레이드의 길이가 증가할수록 선속도가 증가한다. 그러나 일정속
도가 넘어가면 소음이 커지므로 도심지역에서는 주속비가 크지 않도록 고려하
는 것이 중요하다. 주복비 TSR은 (식 3.4) 와 같이 나타낸다.

                          


 
                   (식 3.4)

  풍력발전기의회전수  

  풍력발전기의반경 

  풍력발전기의직경 

  풍속  

   ④ 솔리디티(Solidity)
  솔리디티는 풍력발전기의 날개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블레이
드의 회전면적에 대한 모든 날개면적의 비를 의미한다. 솔리디티는 풍력발전기
의 성능을 나타내는 중요한 값으로, (식 3.5)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식 3.6), 
(식 3.7)은 축방향에 따른 솔리디티를 나타낸 것이다.  

            솔리디티 풍력발전기의회전면적
풍력발전블레이드면적의합           (식 3.5)

일 때, 여기서

수평축의 경우

                                  
 

                     (식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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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축의 경우

                                  
                     (식 3.7)

  솔리디티는 블레이드의 수와 면적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솔리디티가 낮게 
되면 전체적으로 낮은 출력계수를 갖게 되며, 솔리디티가 높아지면 주속비에 
따라 민감해져 속도에 따라 출력계수가 급격히 저하되므로 최적의 솔리디티를 
위해 블레이드를 선택 하는 것이 필요하다.

   ⑤ 가동률(Availability)
  가동률은 발전기의 가동 준비율을 나타내는 값으로, 어느 기간에 있어서 전
체시간에서 보수 또는 고장에 의한 정지시간을 뺀 값과, 같은 기간 중 전체시
간의 비로 정의되므로, 풍력발전기의 신뢰성의 척도가 된다. 현재의 풍력발전시
스템은 대개 97~98% 정도의 가동률을 가지며, 가동률은 (식 3.8)과 같이 정의
된다.

                  설비가동률  연간시간
연간가동시간 

×       (식 3.8)

   ⑥ 이용률(CF, Capacity Factor)
  이용률은 풍력발전시스템의 연간발전량을 같은 기간에 정격출력으로 운전했
다고 가정할 경우 발생가능한 연간발전량으로 나눈 값이며, 발전설비의 생산성
을 나타내는 척도가 된다. 이용률은 (식 3.9)와 같이 표현된다.

       설비이용률    정격출력 ·연간시간
연간발전량 

×    (식 3.9)

   ⑦ 연간 에너지생산량(AEP, Annual Energy Production)
  풍력발전기가 생산할 수 있는 연간 에너지 생산을 나타내는 값으로, 풍속분
포식 혹은 직접 관측한 값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풍속분포식을 이용한 방법은, 풍력발전기가 선택되고 평균풍속과 연간 풍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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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 즉 특정 풍속이 될 확률을 알면 (식 3.10)과 같이 에너지 생산량을 계산
할 수 있는 식이다.

                       ∑  · ·            (식 3.10)

  연간발전량 
  풍속에서의생산전력 
  풍속이 가될확률

 직접 관측식에 의한 방법은 (식 3.11)과 같다. 

                            ··             (식 3.11)

  설비이용률  
  정격출력  

  (2) 주거지역의 적용시 고려사항
   ① 소음
  풍력발전시스템에 의한 전기생산은 소음, 전자기 간섭, 시각적 영향 등 부정
적인 환경영향을 야기하기도 하는데, 특히, 풍력발전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소음
은 거주자의 쾌적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풍력발전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기계적 소음(Mechanical Noise)으로, 증
속기나 발전기 같은 기계 자체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말하며, 다른 하나는 공기
역학적소음(Aerodynamic Noise)로 블레이드와 공기흐름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바람 가르는 소리를 말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풍력발전시스템에서의 
소음은 이에 해당한다.50)

50) Godfrey Boyle, Renewable Energy-Power For a Sustainable Future - Second 
Ed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pp.285,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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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지역 환경기준dB(A)
낮(06:00-22:00) 밤(22:00-06:00)

  일반 지역 50 45

  도로변 지역 65 55
〈‘가’지역〉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 중 보전관리지역과 자연
환경보전지역 및 농림지역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중 전용주거지역
 (4)「의료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5)「초·중등교육법」제2조 및「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부지경계 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6)「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미국의 경우 지방 자치 단체의 조례에 따라 풍력발전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소
음에 대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위스콘신 주 Town of Ridgevill 의 조례
에 의하면 거주지역의 경우 ‘주위 30m 이내에 주파수 특성 A와 C의 음압레벨
이 40dB을 넘지 말아야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Town of Union 의 조례에서는 
주거지역에서 30m 이내 10분간 등가소음레벨이 35dB 이상이 되지 않도록 규
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소형풍력발전기의 소음에 대한 기준은 없으며, 환경소
음 진동기준 Table 3.351) 에 의하면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가’지역의 소음기준
은 낮(06:00-22:00)에는 50dB, 밤(22:00-06:00)에는 45dB로 규제하고 있어 풍
력발전시스템의 건물 적용시의 최소 기준으로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
단된다. 

Table 3.3 소음진동 기준 (‘가’지역)
[ 단위 : Leq dB(A) ]

 

   ② 하중
  풍력발전시스템은 건물 적용 후 적어도 20년 이상 사용되므로, 풍력발전시스

51) 환경정책 기본법 제10조(환경기준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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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에 의한 각종 극한 상태와 피로하중을 견딜 수 있을 정도로 설계되어야 한
다. IEC61400-152)에서는 풍력발전기 설치 장소의 풍속과 난류 강도에 따라 풍
력발전기의 등급을 나누고 풍력발전기의 운전 상태에 따라 고려해야할 하중 조
건을 제시하고 있다. 

   ③ 안전성
  풍력발전시스템은 외부의 바람을 이용하므로 낙뢰와 태풍과 같은 자연 재해
에도 노출되어있다. 특히 전기・전자시스템 부분에서는 낙뢰에 의한 손상의 위
험이 더욱 크며, 블레이드 부분은 낙뢰에 의해 파괴시 복구가 어려워진다. 현재 
낙뢰 피해를 막는 방법으로는 세 가지 정도가 사용되는데, 나셀 위에 피뢰침을 
설치하거나, 풍력터빈 근처에 피뢰탑을 설치하거나, 블레이드에 리셉터나 전도
체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다.53) 또한, 바람의 강도에 따라 블레이드에 가해지는 
순간 하중에 의해 풍력발전시스템의 파괴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는 태풍이 
빈번히 발생하는 동아시아 지역에 속하고 있으며, 여름과 초가을에 발생하는 
태풍의 경우 최대 순간 풍속이 40m/s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100m 높이 이상
의 초고층 건물에서의 위험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초고층 건축물
에서의 이런 손상은 풍력발전시스템 자체의 피해 뿐 아니라 추락 등에 의한 2
차 피해가 크기 때문에 건물 적용에 있어 반드시 고려해야할 사항이다. IEC 에서
는 Table 3.4와 같이 풍력터빈의 클래스에 따라 견딜 수 있는 돌풍의 풍속을 규
정하고 있으며, 풍력발전 시스템은 안전을 위해 생존풍속(Survival Wind Speed)
에서 블레이드의 회전이 멈추도록 설계되어있다. 우리나라의 H사에서 공급하는 
300W, 1.5kW, 3kW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의 종단 풍속은 15m/s이며, 최대 풍속 
60m/s 까지 견딜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리고 초고층 배기풍력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은 주거지역과 가까운 곳에 설치되므로 거주자가 부주의에 의해 풍력발전시
스템에 접근하지 않도록 안전펜스 등의 설치를 해야 한다.   

52) IEC 61400-1, Wind Turbine Generator Systems-Part 1: Safety Requirements, 
IEC, 1999 

53) I. Cotton et al., Lighting Protection System for Wind Turbine Blade and 
Bearings, Wind Energy, pp. 23-37,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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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 IEC 규정에 의한 풍력터빈의 분류방법54)
(단위 : m/s)

Class Ⅰ Ⅱ Ⅲ Ⅳ S
기준 풍속 Vref 50 42.5 37.5 30

제조사 
특별사항

연평균풍속 Vavg 10 8.5 7.5 6
50년주기 돌풍 풍속 70 59.5 52.5 42
1년주기 돌풍 풍속 52.5 44.6 39.4 31.5

 3.2.3 배기풍의 이용에 따른 고려요소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은 계절풍에 관
계없이 외기와 함께 배기를 이용하여 풍력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풍속을 확보해
야 하므로 지속적인 배기풍의 발생하는 배기구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간
헐적인 배기풍에 의해 소형풍력발전기의 운전과 정지가 반복 될 경우 오히려 
배기구 위에 설치되는 풍력발전 시스템은 배기를 방해하는 저항으로서 작용할 
수 있게 된다. 

  김성용(2012)55)과 이용호(2012)56)의 연구에 의하면, 2006년 이후 완공된 우
리 나라의 초고층 공동주택 9개 동을 직접 조사 분석한 결과 초고층 공동주택
에서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을 적용할 만한 수직공간은 설비・공조 샤프트로서, 
이는 주방 및 욕실의 공용 덕트, 보일러와 비상용 발전기의 연도, 설비 배관용 
수직공간인 PS(Pipe Shaft), 환기설비용 수직공간인 AD(Air Duct), 배관용 수
직공간인 PD(Pipe Duct), 전기전용 수직공간인 EPS(Electric Pipe Shaft), 통
신용 수직 공간인  TPS(Telecommunication Pipe Shaft) 총 7 개 공간으로 

54) T. Burton et al., Wind Energy Handbook, Johns Wiley and Sons.
55) 김성용,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위한 초고층 공동주택의 배기풍속 연구, 경북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p48~49, 2012.06
56) 이용호 외, 초고층 공동주택의 주방・욕실 배기풍속을 풍력발전에 활용하는 방안, 한국

태양에너지 학회 논문집, Vol.32, No.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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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Table 3.5 참조) 

Table 3.5 초고층 공동주택의 설비공조샤프트 현황
소재지 및 
건물번호 서울-1 서울-2 대구-1 대구-2 청주-1 청주-2 부산-1 부산-2 부산-3

건물 사진

층수
지상 50 69 57 54 45 41 60 58 51

지하 6 5 3 7 3 4 5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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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비
․

공
조
 샤

프
트(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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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도

보
일
러

∅1.6 - ∅1.9 ∅1.6 - ∅1.4 ∅1.6 ∅2.0 -

발
전
기

∅1.4 - ∅1.9 ∅1.2 - ∅1.4 ∅1.4 ∅2.0 -

AD
&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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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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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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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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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중 재실자의 사용에 의해 지속적인 배기풍이 발생하여 배기겸용 소형풍력
발전 시스템을 적용하기에 적합한 공간은 주방 및 욕실의 공용 덕트와 보일러 
및 비상발전기용 연도로 판단된다. 

  특히, 김성용 외(2011)57) 에 의하면 연도의 관경에 따른 기류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도 관경이 Φ1.2 ~ 2.0m 로 변화할 때 연도 관경이 작아질수록 수직 
압력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배기풍속 증가에는 수직 샤프트 공간의 
관경이 작을수록 유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57) 김성용 외, 초고층 공동주택의 소형풍력발전시스템 적용을 위한 수직연도 활용에 관한 
연구, 한국 태양에너지학회 논문집, Vol. 31, No. 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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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소결  

 본 장에서는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의 개발과 적용의 필요성을 언급하
고, 배기겸용 소형풍려발전 시스템 개발 및 적용을 위한 고려요소를 파악하였
다. 본 장에서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계절풍의 특성이 존재하는 우리나라에서는 풍향에 상관없이 풍력발전 시스
템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그 해결방안으로서 배기풍을 이용해 항
상 안정적인 풍속을 확보할 수 있고 배기성능 또한 향상 시킬 수 있는 배기겸
용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배기겸용 소형풍력
발전 시스템의 개발과 적용을 위한 고려요소는 크게 풍환경에 따른 고려요소,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에 따른 고려요소, 그리고 배기풍 이용에 따른 고려요소로 
나뉜다.

(2) 풍환경에 따른 고려요소로서는 대상지의 기후에 따라 나타나는 풍속과 풍
량, 풍향이 중요하며, 특히 건물에 적용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건물 주변에서 
발생하는 빌딩풍을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지면으로부터 높아질수록 
풍속은 증가하는데, 초고층 건물에서는 이 점에 있어 유리한 풍환경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높은 곳에서의 풍속측정은 불가능하므로 이를 예측하기위한 보정
식인 Deacon 방정식을 통해 초고층 건물 높이에서의 풍속을 예측할 수 있고, 
Deacon 방정식에 따라 서울 지역의 100m 높이에서의 풍속을 예측한 결과 소
형풍력발전 시스템을 적용이 가능한 풍속인 5.5m/s로 나타났다. 

(3)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의 특성에 따른 고려요소로서 시스템 자체의 출력과 성
능도 중요하지만, 특히 초고층 공동주택은 주거지역으로서 풍력발전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이 재실자의 쾌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하중과 그
리고 안전 또한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문제를 반드시 고려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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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은 배기구에서 토출되는 풍속을 이용하므로 
배기풍의 이용을 반드시 고려해야하며, 조사결과 초고층 공동주택에서 소형풍
력발전시스템의 적용이 가능한 곳은 재실자의 사용에 의해 지속적인 배기풍이 
발생하는 주방 및 욕실의 공용덕트와 보일러 및 비상발전기용 덕트인 것으로 
판단된다. 

  본 장에서 파악한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의 개발과 적용을 위한 고려
요소에 따라, 다음 장에서는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의 개념을 정립하고,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을 설계・제작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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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시스템 설계 및 제작

4.1 개요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배기겸용풍력시스템의 개념은  Fig. 4.1 과 같이, 초고
층 공동주택의 옥상 배기구에 설치되어 외부 기류(A)를 배기구 내에 유인하고,
이와 함께 건물의 실내 배기구에서 올라오는 배기풍(B)을 이용하여 소형풍력발
전 시스템을 가동시켜 전력을 생산함과 동시에 배기효과 또한 얻고자 하는 것
이다. 배기겸용 소형 풍력발전시스템은 우선 배기구 단부에 설치되는 풍력발전 
시스템의 블레이드의 위치에 바람이 최대한 집중(C)되도록 배기구 단부의 토출 
풍속과 양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키며, 또한 집풍된 외기가 상승하면서 
배기구 쪽에는 부압을 발생시켜 배기효과를 더욱 향상시켜, 건물의 풍력 적용 
시 최소 풍량 확보의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의 적용을 위해서는 기존 배기구가 아
닌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을 위한 전용 배기구의 설계 및 제작이 필수
적이다. 

Fig. 4.1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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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의 설계 및 제작

 4.2.1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 시스템 디자인의 적용 요소

  (1) 벤츄리 효과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은 배기효과뿐만 아니라 풍력발전기를 효율적으
로 구동하기 위해 외기풍과 배기풍을 집중시켜 최대한의 풍속을 얻을 수 있어
야 한다. 이러한 효과를 내기 위한 방안으로,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풍력
발전 시스템이 건물에 적용될 때 이용되는 원리인 벤츄리 효과(Venturi 
Effect)가 있다. 벤츄리 효과란 배관내의 유체가 통로가 넓은 관에서 좁은 관으
로 흐를 때, 유체의 속도가 좁은 곳에서 빨라지는 원리이다. (Fig. 4.2 참조)

Fig. 4.2 벤츄리 효과(Venturi Effect)

 배기구 내에서 벤츄리 효과를 이용하여 외기풍을 집중시키면 풍속을 증폭시킬 
수 있으며, 동시에 배기구 내에 상승기류가 형성되기 때문에 배기 또한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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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원형의 배기구
  외기풍을 최대한으로 집중 및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특정한 방향의 바람에 대
해서는 평면 형상이 유리할 수 있지만,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의 적용
위치가 계절풍과 건물 주변 지형에 따라 풍향이 다양하게 바뀔 수 있는 것을 
고려하면 외기에 대해 원형의 형상을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전현도(2010)58)의 연구에 의하면 평면 형상에 비해 원형 형상이 바람을 
맞을 때 높은 풍속이 발생하며 바람의 후면부와 주변에 난류를 적게 만드는 것
으로 나타났다. (Fig. 4.3 참조)

(a) 삼각형 (b) 직사각형 (c) 정사각형 (d) 원형
Fig. 4.3 형태에 따른 기류 분석 결과

  또한 일반적인 연도나 주방욕실 공용덕트는 원형이므로 원형의 배기구 형태
가 다른 형태에 비해 난류 억제와 풍향별 대응뿐 아니라 적용성에 있어서도 유
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단부에서의 난류 억제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의 블레이드가 설치되는 배기구의 단부에서 토
출되는 바람은 상승하는 기류로서, 다른 외기의 바람과 만나 난류를 만들 가능
성이 있다.  특히, Fig. 4.459) 와 같이 단부에서는 기류의 박리현상에 의해 배
기구 내로 역류하는 바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배기구 내에서 외기풍과 

58) 전현도, 초고층 건물의 풍력발전시스템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
문, 2010 

59) 김진우, 초고층 공동주택의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시스템 적용을 위한 실험적 연구, 중
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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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풍의 집풍에 의해 발생한 상승기류를 저해하여 블레이드 회전에 방해가 되
는 요소가 될 수 있다. 

Fig. 4.4 단부에서 발생하는 박리류

 따라서,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을 위한 배기구의 단부의 형태는 외부 
기류의 방해와 단부에서의 박리류 등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여 난류 및 역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4.2.2 배기구의 선정 및 크기 결정

  본 절에서는 초고층 공동주택에서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을 적용 할 수 있는 배
기구를 선정하여, 배기구의 크기를 결정하고자 하였다.

  3장에서의 고찰 결과, 지속적인 기류가 발생하여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 시
스템 적용이 가능한 초고층 공동주택에서의 수직공간은 보일러 및 비상 발전기
용 연도와, 주방・욕실 공용 덕트가 있다. 서울과 부산에 위치한 초고층 공동주
택 4곳에 적용된 사례에 따르면, 보일러 및 비상발전기용 연도의 경우 지름 
1400~1600mm 정도로 큰 용량의 풍력발전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는 크기이나, 
건물에 따라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발전 및 보일러 용도로서 특정 시기 
외에는 지속적인 기류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반면, 주방・욕실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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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덕트의 경우 재실자의 주방・욕실 환기팬 가동률에 따른 차이는 있으나 배
기구에서 0.5m/s ~ 1.5m/s 의 지속적인 기류가 발생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하
고자 하는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의 적용에 가장 적합한 배기구로 판단
된다. 이 때, 배기구의 크기는 사례를 참고하여 직경 500mm 내외로 결정하였
다. (Table 4.1 참조)

Table 4.1 초고층 공동주택의 연도와 주방・욕실 공용덕트 현황
건물 소재 서울 - 1 서울 - 2 부산 - 3 부산 - 4

주방
・욕실

공용덕트
800×500 500×400 350×550 400×600

보일러연도 ∅1600 - ∅1600 ∅2000

발전기연도
∅1450 - 1400×1400 -

비상발전기용 - 비상발전기용 -

 4.2.3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을 위한 풍력발전시스템 선정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의 최적 설계를 위해서는 전용 블레이드 및 풍
력발전 시스템의 설계가 필요하다. 그러나 전용 블레이드 및 풍력발전시스템 
개발에는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야 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소형풍력발전 
시스템 중 적합한 시스템을 선정하여 적용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은 200여개 이상의 시스템이 제작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시스템 적용에 적합한 주방・욕실 배
기구의 크기가 500mm 임을 고려할 때 로터 회전 지름이 최대 1.5m를 넘지 
않는 용량의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현재 
국내에서 상용화 된 로터 지름 1.5m 내의 소형풍력발전기 현황을 조사한 결과
는 Table 4.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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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2 국내 상용화된 소형풍력발전 시스템60)

축방향 수평축 수직축 수직/수평축

블레이드
타입 프로펠러형 자이로밀 형 사보니우스 형 

+ 다리우스 형

모델명 Air-XL-400W GWE-200BI DS300

사진

정격출력 400W 200W 400W
시동풍속 2.7m/s 1m/s 3m/s
로터회전

지름 1.15m 1.2m 1.06m

 상용화된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은 축방향에 따라 수평축인 프로펠러 형, 수직
축인 자이로밀 형 그리고 수직축과 수평축 모두 적용 가능한 사보니우스 형과 
다리우스 형이 결합된 시스템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배기구 위에 설치 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프로펠러 형과 자이로밀 형의 경우 설치가 곤란한 점이 있
다. 반면, 사보니우스 형과 다리우스 형이 결합된 이중 구조의 날개는 수평축으
로 설치할 경우 축을 두 개로 하여 배기구의 위에도 설치가 가능하며, 특히 다
리우스형 블레이드의 항력을 이용하여 블레이드가 멈추었을 때 작은 바람에도 
재가동이 용이하고, 고속회전시에는 사보니우스 형 블레이드의 양력을 이용한 
효율적인 발전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배기겸용 소형풍
력발전 시스템에 적합한 시스템으로 수평축의 사보니우스 형과 다리우스 형이 
결합된 형태의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을 선정하였다.

60) 효림모라 www.windturbine.co.kr , 금풍에너지 www.goldwid.co.kr, 하이에너지 
www.hi-energ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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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4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을 위한 배기구 설계 

  앞 절에서 고찰한 설계 요소에 따라, 본 절에서는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 시
스템을 위한 전용 배기구를 설계하였다. 설계된 배기구는 Fig. 4.4에 나타낸 것
처럼, 모듈이 결합하여 배기구의 형태를 만들 수 있도록 하였다. 모듈은 원형의 
구조체로 풍향에 상관없이 외기를 유인할 수 있고, 바람이 불어오는 뒷면에서
의 난류를 최소화 하도록 하였으며, 배기구의 형태가 위로 좁아짐에 따라 외부 
기류를 배기구 내로 모아 배기구 내부에서 상승하는 배기풍을 일으키도록 하였
다. 이 때, 모듈이 결합하여 생기는 배기구의 틈새를 외기풍이 지나 상승기류를 
만들 때 벤츄리 효과로서 풍속이 증폭되도록 설계하였고, 이 상승기류가 배기
구 내부에서는 부압을 일으키며 배기효과를 증가시키도록 하였다. 배기구의 크
기는 주방・욕실 공용 배기구에 적용 가능한 크기인 직경 500mm 높이 
400mm로 하였다. (Fig. 4.5 참조)

(a) 배기구 모듈 상세

(b) 배기구내 기류 흐름 (c) 배기구 모듈 크기
Fig. 4.5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시스템 적용을 위해 설계된 배기구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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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레이드가 설치되는 위치인 배기구의 상단부에는 난류와 역류를 억제하도록 
갓을 덧대도록 하였다. Fig. 4.6 은 설계된 모듈이 배기구 형태로 결합하고, 소
형풍력발전 시스템이 배기구 위에 설치된 최종 설계안을 나타낸 것이다. 

Fig. 4.6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의 최종 설계안

  설계된 배기구 모듈은 설치 개수가 늘수록 풍속 증폭효과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나, 모듈의 설치 개수가 많아지면 하중이 증가하며 관리가 어려워지고 
설치비용도 늘어나므로 가능한 설치개수를 최소화해야한다. 따라서 모듈의 최
적 개수를 찾고자 모듈의 설치개수에 따라 풍속 증폭 효과에 대한 시뮬레이션
을 실시하여 최적의 설치 개수를 얻고자 하였다. 시뮬레이션을 위해 설정한 외
기조건은 3m/s, 배기구에서 토출되는 풍속은 0m/s로 가정하였으며, 유닛의 
개수가 2개, 4개, 6개, 8개, 10개일 경우에 대하여 시뮬레이션 하였다. 시뮬레
이션 해석 조건은 Table 4.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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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3 모듈 최적 개수 결정을 위한 시뮬레이션 해석 조건
항목 CFD조건 비고

분석내용 3-D Steady State
유동해석 STAR-CD CCM+4.02

분석조건

Space Three Dimension 3차원 공간 분석
Motion Stationary 균일 밀도
Time Steady
Viscous Regime Turbulent 난류
Material Gas Air
Equation K-ε Turbulence RAN방정식 적용

  이 때, 풍속 측정은 블레이드가 설치되는 상단 부분의 5개 지점을 선정하여, 
평균 풍속값을 확인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Table 4.4, Fig. 4.7 과 같다. 

Table 4.4 모듈 최적 개수 결정을 위한 시뮬레이션 결과
(단위 : m/s)

측정점
모듈수 #1 #2 #3 #4 #5 평균

2개 1.80 1.70 1.87 1.84 1.76 1.79
4개 1.94 1.63 2.13 2.12 1.90 1.94
6개 2.01 1.74 2.24 2.30 1.98 2.06
8개 1.97 1.71 2.34 2.36 2.03 2.08
10개 1.94 1.66 2.35 2.36 2.06 2.07

Fig. 4.7 모듈 최적 개수 결정을 위한 시뮬레이션 결과(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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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뮬레이션 결과, 모듈을 2개 설치했을 때 블레이드 설치위치에서의 평균 풍
속은 1.79m/s였으며, 여기서 모듈의 설치 개수가 늘어날수록 블레이드 설치 
위치에서의 풍속도 증가했다. 설치개수가 6개 이상이 되면 평균 풍속은 
2.06m/s 로 나타났고 개수 증가에 따른 풍속 증가율은 점점 완만해져, 8개 설
치시 최대로 이 때 풍속이 2.08m/s로 나타났으나 6개 설치시와 거의 차이가 
없었다. 시뮬레이션 결과 8개 설치시 최고 풍속을 확보하였지만 최소한의 설치
가 안정성이나 경제적으로 유리한 점을 감안하면, 모듈의 개수는 6개가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4.2.5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 시스템 제작

 본 절에서는 앞 절에서 결정된 설계안에 의하여 시스템을 제작하였으며, 실제 
제작에 앞서 1/2 크기의 축소 모형을 제작하여 배기 효과를 확인하였다. 1/2 
축소 모형 개요는 Table 4.5 와 같다.

Table 4.5 축소 모형 개요
재료 포맥스(Foamax)

모형 크기 및 사진

  이 때, 축소모형에 외부 풍속 2m/s 가 불었을 때 모형 배기구의 상단부와 
하단부의 기류 속도를 측정하고 연기로 나타나는 기류의 흐름을 파악하여 배기
구내 상승 기류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실험 결과, 모형 배기구의 상단부에서 5개 지점 평균 1.0m/s, 하단부에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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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지점 평균 0.5m/s의 풍속이 발생하였고, 외부 기류 0m/s 일 때와 2m/s 
일 때 배기구 하단으로부터의 연기의 흐름을 관찰한 결과, 모듈에 의해 만들어
진 배기구내에서 외기풍의 유인에 의해 상승기류가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Fig. 
4.8 참조)

Fig. 4.8 축소 모형 하단부에서의 상승기류 발생
 

  축소모형에서의 기류를 확인 후 실제 배기구를 제작하였으며, 배기구의 재질
은 SUS(Steel Use Stainless)로서 압출 성형 및 용접 처리하였고, 볼트로 모
듈끼리 결합할 수 있도록 하였다. Fig. 4.9 는 배기구의 상세 설계도를, Fig. 
4.10 은 제작된 배기구 모듈을 나타낸 것이다. 
 

Fig. 4.9 배기구 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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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토출구

(b) 모듈 (c) 배기구 전체
Fig. 4.10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을 위한 배기구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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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소결

  본 장에서는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의 개념을 정립하고, 배기겸용 소
형풍력발전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한 최적안을 설계하고 이에 따라 전용 배기구
를 제작하였다. 본 장에서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은 초고층 공동주택의 옥상 배기구에 설치되
어 외부 기류를 배기구 내에 유인하고, 이와 함께 건물에서 발생하는 배기구를 
이용하여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을 가동시켜 전력을 생산함과 동시에 배기효과 
또한 얻고자 하는 것으로,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의 적용을 위해서는 
기존 배기구가 아닌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을 위한 전용 배기구의 설계 
및 제작이 필수적이다.

(2)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을 위한 전용 배기구는 벤츄리 효과를 이용
하여 외기풍과 배기풍을 최대한 집중시키고자 하였고, 모든 방향에서의 바람과 
일반적인 배기구 모양을 고려할 때 원형의 배기구로 설계하였으며, 단부에서 
발생하는 박리현상에 의한 난류 및 역류의 억제방안을 고려하고자 하였다. 배
기겸용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이 적용되는 배기구는 지속적인 배기풍이 발생하는 
주방・욕실 공용덕트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 때 배기구의 크기는 직경 
500mm 내외로 결정하였다.

(3)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을 위한 풍력발전시스템은 기존 소형 풍력발
전 시스템을 적용하였으며, 배기구위에서의 설치와 재가동 및 고속회전에서의 
운전을 고려할 때 사보니우스형과 다리우스형이 결합된 수평축의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을 선정하였다.

(4) 설계 제작된 배기구는 모듈형으로서, 설치 개수를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최적의 풍속증폭효과를 내기위한 설치 개수를 CFD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한 
결과 6개로 나타탔다. 또한, 축소 모형을 제작하여 배기효과를 파악한 결과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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듈에 의해 만들어지는 배기구에서 외기풍의 유인에 의해 상승기류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장에서 제작한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의 성능 검증을 위하여, 다
음 장에서는 CFD 시뮬레이션을 통해 배기효과를 분석하고, 배기구의 위치에 
따른 기류 흐름을 분석하여 최적 위치를 파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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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CFD 시뮬레이션을 통한 풍환경 및
최적 적용위치 분석

  
  본 장에서는 4장에서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시스템 적용을 위해 제작된 설계 
배기구와 일반 배기구를 비교하여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을 검증하기 
위한 CFD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먼저, CFD 시뮬레이션을 통해 설계 배기
구의 풍환경을 분석하였고, 배기구의 위치에 따른 CFD 시뮬레이션을 통해 건
물 옥상에서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이 적용될 최적 위치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5.1 CFD 시뮬레이션을 통한 설계 배기구의 풍환경 분석

  본 절에서는 CFD시뮬레이션을 통해 설계 제작된 배기겸용 풍력시스템의 풍
환경을 일반 배기구와 비교 분석하였고, Test-bed 에서의 실험과 함께 배기겸
용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의 성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5.1.1  CFD 시뮬레이션 개요
  
   시뮬레이션은 지름 500mm의 배기구위에 일반 원통형 배기구(Case-1)와 
배기겸용 풍력시스템을 위한 배기구, 즉 설계 배기구가 설치된 경우(Case-2)로 
하였고, 세부 경계조건은 Table 5.1과 같다. 이 때 외부 풍속조건은 소형풍력
발전 구동 기본 풍속인 3m/s 일 때와, 풍속 증가를 고려한 5m/s 일 때로 설
정하였다. Fig. 5.1 에서와 같이 풍속측정은 사보니우스형 블레이드가 설치된 
지점(#1)과 다리우스형 블레이드가 설치된 곳(#2), 그리고 배기구 내 상단(#3) 
과 하단(#4) 총 4지점에서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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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1 CFD 시뮬레이션 경계 조건
Space Three Dimensional Motion Stationary

Material Gas Flow Segregated Flow

Equation of state Constant Density Time Steady

Viscous Regime Turbulent Wind Velocity 3m/s

Equations K-εTurbulence ( RANS : Reynolds 
– Averaged Navier Stokes equations)

Volume Mesh Type Polyhedral Mesher + Prism Layer Mesher + Extruder

Case-1 (일반 배기구) Case-2 (설계 배기구)
Fig. 5.1 시뮬레이션 Case 및 풍속값 측정 지점

 5.1.2  CFD 시뮬레이션 결과
  
  시뮬레이션 결과는 Table 5.2 와 Fig. 5.2 ~ 5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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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2 CFD 시뮬레이션 결과
(단위 : m/s)

측정 점
외기 풍속 3m/s 외기풍속 5m/s

Case-1 Case-2 Case-1 Case-2

#1 사보니우스 블레이드 설치지점 2.82 3.20 5.04 5.33

#2 다리우스 블레이드 설치지점 2.82 3.31 5.04 5.33

#3 배기구 토출 풍속 (상부) 0.23 0.69 0.24 1.01

#4 배기구 토출 풍속 (하부) 0.25 0.26 0.25 0.26

Fig. 5.2 외기풍속 3m/s 일 때 Case-1에서의 기류

Fig. 5.3 외기풍속 3m/s 일 때 Case-2에서의 기류



- 77 -

Fig. 5.4 외기풍속 5m/s 일 때 Case-1에서의 기류

Fig. 5.5 외기풍속 5m/s 일 때 Case-2에서의 기류

  Table 5.2 에서 볼 수 있듯이, 외부풍속 3m/s 일 때 배기 겸용에서의 배기
구 토출 풍속(Case 2)은 일반 배기구(Case 1)보다 0.46m/s 증가, 외부 풍속 
5m/s 에는 0.77m/s 증가하여 배기 증폭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보니우스형 블레이드 설치지점(#1)의 풍속은 외부풍속이 3m/s일 경우 배기
겸용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을 위한 설계 배기구를 설치했을 때(Case 2) 약 
0.38m/s가 증가하였으며,  5m/s일 경우 약 0.29m/s가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일반 배기구의 경우(Case 1) 다리우스형 블레이드 설치지점(#2) 부
근에서 난류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설계배
기구에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을 적용한 경우, 배기와 풍력발전을 위한 풍속의 
상승효과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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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CFD 시뮬레이션에 따른 최적 적용 위치 분석

  배기 겸용 소형 풍력 발전 시스템은 초고층 공동주택의 옥상 배기구에 설치
되므로 초고층 공동주택의 높이와 옥상면의 설치 위치, 그리고 배기구의 인접
에 따라 기류의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초고층 공동주택의 높
이와 옥상에서의 설치위치, 인접 배기구와의 이격거리에 따라 소형풍력발전시
스템이 설치 위치에서의 기류 해석을 실시하여 최적 적용 위치를 판단하였다.

 5.2.1. 건물 높이와 옥상면 설치위치에 따른 CFD 시뮬레이션

  (1) 시뮬레이션 개요
  시뮬레이션 대상 건물은 본 연구에서 초고층 공동주택으로 정의한 높이인 
100m와 국내에 현존하는 최고 높이의 초고층 공동주택 높이인 300m, 그리고 
중간 높이인 200m 세 가지의 높이를 선정하였다. 소형풍력 발전 시스템의 옥
상면 설치위치는 주풍향으로부터 건물의 앞, 중간, 뒤 세 군데를 선정하여 총 
9개 Case를 대상으로 기류해석을 실시하였다. (Table 5.3 참조)

Table 5.3 옥상면 설치 위치에 따른 시뮬레이션을 위한 배기구 위치별 Case

위
치 ⇑ ⇑ ⇑

(바람방향)
⇑ ⇑ ⇑

(바람방향)
⇑ ⇑ ⇑

(바람방향)

앞 가운데 뒤

높
이

100m Case-1 Case-2 Case-3

200m Case-4 Case-5 Case-6

300m Case-7 Case-8 Case-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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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뮬레이션을 위한 해석 조건은 Table 5.4와 같으며, 건물 높이에 따른 풍속
값을 보정하기 위하여 Table 5.5 와 같이 Deacon 방정식에 의한 풍속값을 입
력하였다. 

Table 5.4 CFD 시뮬레이션 해석조건
항목 CFD 조건 비고

분석내용 3-D Steady State 
유동해석

STAR-CD 
CCM+4.02

분석조건

Space Three Dimension 3차원 분석
Motion Stationary
Time Air 균일 밀도

Vicous Reime Steady
Equation Turbulent 난류

Number of Cells K-ε Turbulence RAN방정식 적용

Velocity 배기구 : 1 m/s 기류속도

Table 5.5 Deacon 방정식에 의한 풍속 보정값
(서울지역, 거칠기정도 = 0.8)

보정된 풍속(U) 보정된 고도(Z)
입력값 입력값

실측된 풍속(Ua) 실측된 고도(Za)

2.20m/s 10m 2.2 10

4.30m/s 100m 2.2 10

4.90m/s 200m 2.2 10

5.24m/s 300m 2.2 10

  (2) 시뮬레이션 결과
  시뮬레이션 결과는 Table 5.6과 같으며, 배기구 상부의 소형풍력발전기가 설
치될 위치의 풍속값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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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6 옥상면 설치 위치에 따른 CFD 시뮬레이션 결과
구 분 최대 풍속(m/s) 최소 풍속(m/s) 평균 풍속(m/s)

1
0
0
m

앞 Case-1 3.18 3.05 3.11
가운데 Case-2 1.70 1.67 1.68

뒤 Case-3 2.30 2.17 2.24
구 분 최대 풍속(m/s) 최소 풍속(m/s) 평균 풍속(m/s)

2
0
0
m

앞 Case-4 3.96 3.49 3.72
가운데 Case-5 1.40 1.09 1.24

뒤 Case-6 1.34 1.12 1.23
구 분 최대 풍속(m/s) 최소 풍속(m/s) 평균 풍속(m/s)

3
0
0
m

앞 Case-7 3.52 3.36 3.44
가운데 Case-8 0.97 0.63 0.80

뒤 Case-9 1.93 1.82 1.87

  시뮬레이션 결과,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은 건물의 높이에 상관없이 
주풍향으로부터 앞쪽에 설치되는 것이 가장 좋은 풍속을 얻을 수 있었으며, 건
물의 가운데 설치하는 경우 가장 풍속이 좋지 않아 풍력발전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외기 풍속은 고도가 높아질수록 높아지나 구조체가 설
치되는 옥상면에서는 풍속이 강해지면 벽면에 부딪혀 상승하는 바람이 강해지
므로 가장 높은 높이인 300m 높이의 건물보다 200m 높이의 앞쪽에 설치된 
경우가 가장 풍속이 좋게 나타났다. 특히, 가운데와 뒤쪽면의 경우 오히려 
300m높이의 경우 보다 100m 높이의 건물에 설치 된 경우가 풍속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한 건물 
옥상 평면에서의 위치는 건물의 중앙부 보다는 건물의 측면이 적합한 것을 알 
수 있었다. 

 5.2.2 인접 배기구의 배치에 따른 CFD 시뮬레이션

  초고층 공동주택의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기는 배기구의 상부에 위치하며, 
배기구는 평면의 형태나 설비 시스템 등에 따라 옥상에서의 위치와 크기 등이 
결정된다. 또한 초고층 공동주택의 옥상 배기구는 2개 이상의 배기구가 연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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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설치되므로, 배기구에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을 적용시 인접한 배기구끼리 상
호 바람에 의한 간섭을 최소화 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인접한 배기구의 상
호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인접한 2개 배기구의 이격 거리와 풍향별 CFD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1) 시뮬레이션 개요
  시뮬레이션 해석 조건은 5.2.1절의 Table 5.4와 같으며, 외부 풍속(주풍향으
로부터의 풍속)은 소형풍력발전기의 블레이드 기동 풍속인 3m/s를 입력하였
다. 이 때, 주풍향으로부터 앞뒤로 위치하는 경우(Case-1), 나란히 위치하는 경
우(Case-2), 앞뒤로 위치하되 두 배기구 단부의 위치, 즉 소형 풍력발전기가 
설치되는 위치가 높이차를 둔 경우(Case-3)의 세 가지를 대상으로 하였고, 배
기구간 이격거리를 Case-1,2인 경우 수평으로 1~5m, Case-3의 경우 배기구
간 수평거리는 1m, 수직거리는 1~3m로 변화시켜 시뮬레이션 하였다. Case별 
배기구의 배치는 Table 5.7 과 같다. 

Table 5.7 Case 별 배기구 배치

Case-1

⇒ 
⇒ 
⇒

(주풍향) 
     

①         ②

Case-2

①        ②

   

⇑ ⇑ ⇑
(주풍향)

Case-3

`⇒ 
⇒ 
⇒

(주풍향)      
①           ②



- 82 -

  (2) 시뮬레이션 결과
  시뮬레이션 결과는 Table 5.8, Fig. 5.6과 같으며, 배기구 위 블레이드가 설
치되는 위치에서의 풍속과, 이 풍속이 외기풍속(3m/s)에 대해 증감한 비율을 
정리하였다. 

Table 5.8 인접 배기구의 배치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

구분 간격
①번 배기구 ②번 배기구

풍속
(m/s)

풍속 
증감율

(%)
풍속

(m/s)
풍속 

증감율
(%)

Case-1

1m 3.52 +17.3 1.11 -63.0
2m 3.45 +15.0 1.21 -59.7
3m 3.47 +15.7 1.17 -61.0
4m 3.40 +13.3 3.10 +3.3
5m 3.37 +12.3 3.11 +3.7

Case-2

1m 3.71 +23.7 3.62 +20.7
2m 3.79 +26.3 3.76 +25.3
3m 3.61 +20.3 3.59 +19.7
4m 3.63 +21.0 3.66 +22.0
5m 3.52 +17.3 3.59 +19.7

Case-3
1m 3.39 +13.0 2.09 -30.3
2m 3.30 +11.0 2.72 -9.3
3m 3.12 + 4.0 3.71 +23.7

(a) Case-1 (1m 간격) (b) Case-2 (1m 간격) (c) Case-3 (1m 간격)

(d) Case-1 (4m 간격) (e) Case-2 (4m 간격)
Fig. 5.6 인접 배기구 위치에 따른 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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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뮬레이션 결과, 주풍향으로부터 앞・뒤로 배기구가 배치되고 앞뒤 간격을 
각각 1~5m 로 늘린 경우(Case-1), 외부 구조물의 간섭을 받지 않는 ①번 배기
구에서는 블레이드 설치위치의 풍속이 외기풍에 비해 약 12~17% 정도 증가하
고 있었으나, ①번 배기구의 뒤에 위치하는 ②번 배기구에서는 1~3m 간격일 
때 앞의 ①번 배기구에 의한 간섭이 발생하여, 모두 풍속이 60% 가량 감소하
여 소형풍력 발전기를 설치하기에 부적당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4m 이
상 이격시킨 경우, ②번 배기구의 경우도 풍속이 증폭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주풍향으로부터 나란히 배치한 Case-2의 경우는 간격에 상관
없이 두 배기구내의 풍속이 17~26% 가량 증가하여 인접한 배기구끼리의 영향
이 거의 없었다. 주풍향으로부터 앞 뒤로 배기구가 배치되고 배기구에 설치되
는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을 높이에 따라 이격시킨 Case-3의 경우, 1m 이격 거
리에서는 뒤쪽에 위치한 ②번 배기구의 블레이드 설치위치의 풍속이 앞의 배기
구의 영향을 받아 감소하였으나 이격거리가 멀어질수록 그 영향이 적어져 3m 
정도 높이차를 둔 경우에는 오히려 앞의 배기구내 풍속보다 더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앞에서 나온 바람이 자연스럽게 상승하면서 뒤에 위치한 구조
물내의 풍속을 증폭시키는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의 적용은 나란히 위치한 배기구간 거
리가 4m 이상 이격시켜야하며, 1m 인접했을 때 주풍향으로부터 후방에 위치
한 배기구의 전방의 배기구보다 수직높이를 3m 이상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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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소결

  본 장에서는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시스템 적용을 위해 설계된 전용 배기구
와 일반 배기구를 비교하여 성능 검증을 하고자 CFD 시뮬레이션을 통해 설계 
배기구의 풍환경을 분석하였고 초고층 건물 옥상에서의 배기구 최적위치를 분
석하였다. 본 장에서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설계 제작된 배기겸용풍력시스템의 시뮬레이션결과는 다음과 같다. 즉, 외부
풍속 3m/s 일 때 배기겸용시스템의 배기구토출풍속은 일반배기구보다 
0.46m/s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부풍속이 증가시(5m/s)에는 배기
토출풍속이 더욱 증가(0.77m/s)함으로써 본 연구에서 설계 제안된 배기겸용시
스템에서 풍속증폭효과가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2) CFD 시뮬레이션을 통해 건물에서의 최적 위치를 분석한 결과, 배기겸용 소
형풍력발전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한 건물 옥상 평면에서의 위치는 건물의 중앙
부 보다는 건물의 측면이 적합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배기겸용 소형풍력
발전 시스템의 적용은 나란히 위치한 배기구간 거리가 4m 이상 이격되어야 하
며, 1m 인접했을 시 주풍향으로부터 후방에 위치한 배기구는 전방의 배기구보
다 수직 높이 3m 이상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장에서는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이 동일한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이
나 일반 배기구에 적용한 시스템보다 배기효과와 풍력발전을 위한 풍환경 조성
에 유리한 것을 확인하였고, 건물 옥상에서의 최적 위치를 분석하였다. 다음 장
에서는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을 실제 건물에 적용하여 소음과 진동 및 
전력량 측정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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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6장  Test-bed 적용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은 운전시 거주자의 쾌적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소음과 진동에 대해 반드시 고려해야하며, 이에 따라 시스템의 적용 위치
가 결정될 수 있다. 또한,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은 전력생산이 주 역할
이므로 일반 시스템에 비해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의 전력 생산에 대한 
비교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Test-bed에 배기겸용 소형
풍력발전 시스템을 적용하여 소음과 진동을 측정하고, 전력량 비교 실험을 통
해 초고층 공동주택에서의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 시스템 적용에 대해 검증하
고자 하였다.

6.1 개요

 6.1.1  대상 건물 선정
  
  전력량 측정을 위한 대상 건물은 서울시에 위치한 C대학교 기숙사 건물 15
층으로서, 옥상배기구는 지면으로 부터의 52.5m의 높이(해발고도 약 90m)에 
위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초고층 공동주택의 높이 100m에는 
미치지 못하나, 대상지역이 강에 인접한 언덕에 위치하여 풍력발전 시스템을 
적용하기에 유리한 풍환경이며, 일반적으로 고도가 높아질수록 풍속이 증가하
는 점을 고려할 때, Test-bed 건물에서 적용성이 검증된다면 초고층 공동주택
에서의 적용 또한 가능 할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대상건물의 옥상에는 지름 
500mm 크기의 주방・욕실 입상덕트가 12개 있으며, 이 중 주변 장애물이 없
는 최우측의 배기구에 풍력발전시스템을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Table 6.1은 
대상 건물 개요를, Fig. 6.1 은 대상 건물의 주방・욕실 공용 덕트의 위치를 나
타낸 것이다. 



- 86 -

Table 6.1 Test-bed 적용 대상 건물 개요
위치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흑석로 84 C 대학교 기숙사 

건물구조 철근 콘크리트 구조
수용인원 898명
대지면적 177,844m2

연면적 19,163m2

건물높이 53.1m
배기방식 주방・욕실 공용 입상배기덕트

Fig. 6.1 대상 건물의 주방욕실 배기덕트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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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2 Test-Bed 풍환경 분석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 적용을 위해서는 적용 지역과 건물 주변의 풍환경을 
파악하는 것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배기구에서의 바람도 중요한 영
향을 미치므로 본 절에서는 적용 지역과 건물에서의 풍속 및 풍향을 분석하고, 
실험 대상 배기구에서 토출되는 배기풍의 풍속을 측정하였다. 

  (1) 대상지의 풍환경 분석
  대상 건물이 위치한 곳은 북측 2km 지점에 한강이 존재하며, 주변 지역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건물의 기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장애물은 없다고 
판단하였다. (Fig. 6.2 참조) 

Fig. 6.2 대상 건물 주변지역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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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최근 5년간의 기상관측을 통해 제공되는 기상청의 풍력기상자원지도61)

를 활용하여 Test-bed 가 위치한곳의 계절별 평균 풍속, 주풍향, 주풍향비 등
의 풍력자원 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풍환경 측정 위치는 가
장 근접한 지역에서의 측정소로서 Test-bed와 5km 근방에 위치한 곳이며, 높
이는 건물 옥상의 해발고도와 유사한 80m 지점의 측정값을 선택하였다. (Fig. 
6.3 참조)

  

Fig. 6.3 대상 지역의 기상청 풍력기상자원지도

  분석 결과, 대상 지역의 연평균 풍속은 3.7m/s이며, 5m/s 이상의 강한 바
람의 비율은 15.6%로 나타났다. 주풍향인 서(W)향의 비율은 22.9%로, 봄·여름
철의 경우 주 풍향이 서풍인데 반해, 가을철에는 동향(E)이 21.8%, 겨울철의 
경우 북서풍(NW)이 26.8%로 우세하여 계절에 따라 풍향의 변동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80m 높이에서의 연간·계절별 풍속 자원 자료를 정리하면 Table 
6.2 와 같다.

61) 기상청 풍력기상 자원지도, http://www.kma.go.kr/weather/climate/wind_map.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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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2 대상지역의 연간·계절별 풍력자원 분석 결과
계절별 

평균자료
평균풍속

(m/s) 주풍향 주풍향 비율 5m/s 이상 
비율

5m/s 이상이고 
주풍향인 비율

연간 3.7 서(W) 22.9% 15.6% 7.4%
봄철 4.0 서(W) 31.3% 24.8% 13.9%

여름철 3.8 서(W) 20.1% 15.9% 6.0%
가을철 3.4 동(E) 21.8% 8.1% 1.5%
겨울철 3.5 북서(NW) 26.8% 10.8% 4.3%

  (2) 소형풍력발전기 설치 위치 풍향, 풍속 분석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이 설치되는 곳은 건물 옥상 배기구로, 풍환경
은 기상 및 기후 뿐 아니라 건물의 주변 환경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실제 설치위치에서의 풍환경을 파악하기 위해 Test-bed 적용위치에서 기상관
측기를 설치하여 계절별 풍향 및 풍속을 측정하였다. 측정은 봄철인 3월, 여름
철인 6월부터 8월, 겨울철인 11월부터 1월로 나누어 실시되었다. 이 때, 측정
값은 10초에 1회 기록하여 10분간의 평균값으로 하였다. 측정 위치 및 측정 
사진은 Fig. 6.4 에, 풍향・풍속 측정 장치는 Table 6.3 에 나타냈다. 

Fig. 6.4 풍향・풍속 측정 위치 및 측정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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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3 풍향·풍속 측정 장치
측정 장치 설 명

Vantage 
Pro2 

기상관측 장치

- 강우량, 온습도, 풍향, 풍속 데이터를 
통합 측정

 
 풍향 및 풍속 측정 결과는 Table 6.4 ~ 6.6과 같으며, 계절별 바람장미를 
Fig. 6.5에 나타냈다. 

Table 6.4 풍향・풍속 실측 결과 (봄)
풍향 N NNE NE ENE E ESE SE SSE S SSW SW WSW W WNW NW NNW

풍향빈도(%) 1.4 1.2 1.9 9.1 9.9 11.5 21 7.1 6.8 4.5 1.7 0.8 1.6 3.4 3.6 2.7
풍속(m/s) 0.1~0.5 0.5~1.0 1.0~1.5 1.5~2.0 2.0~2.5 2.5~3.0 3.0~
풍속빈도(%) 21.23 20.63 19.84 21.03 3.97 1.19 0.69

Table 6.5 풍향・풍속 실측 결과 (여름)
풍향 N NNE NE ENE E ESE SE SSE S SSW SW WSW W WNW NW NNW

풍향빈도(%) 1.97 0.33 0.22 1.44 9.26 2.38 0.83 3.84 3.1 0.24 0.65 9.29 12.3 3.52 4.04 3.78
풍속 (m/s) 0.5~1.0 1.0~1.5 1.5~2.0 2.0~2.5 2.5~3.0 3.0~3.5
풍속빈도(%) 17.4 14.82 11.25 7.15 3.84 1.63

Table 6.6 풍향・풍속 실측 결과 (겨울)
풍향 N NNE NE ENE E ESE SE SSE S SS

W SW WS
W W WN

W NW NN
W

풍향빈도(%) 0.26 0.03 0.09 1.61 4.76 0.62 1.03 2.54 0.72 0 0.28 3.58 9.72 9.95 22.3 3.98
풍속 (m/s) 0.5~1.0 1.0~1.5 1.5~2.0 2.0~2.5 2.5~3.0 3.0~3.5
풍속빈도(%) 14.09 13.12 10.4 8.38 5.61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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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봄 (b) 여름 (c) 겨울
Fig. 6.5 계절별 바람 장미

  계절별로 풍향 및 풍속 측정결과를 보면, 봄철의 경우 평균 풍속은 1.27m/s 
으로 풍속빈도는 0.1~2.0m/s의 분포를 보였으며, 주풍향은 남동풍이 우세하게 
나타났고, 무풍빈도는 11%로 나타났다. 여름철의 경우, 풍속빈도는 
0.5~1.0m/s 였으며 평균 풍속은 1.05m/s 로 가장 낮았고, 특히 무풍빈도가 
42.8%로 가장 높았다. 주풍향의 경우 서풍과 남서풍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
다. 겨울철에는 평균 풍속은 1.2m/s이며, 가장 높은 풍속의 빈도는 
0.5~1.0m/s 였다. 무풍 빈도는 38.56%로, 주풍향의 경우 여름철과 달리 북서
풍의 뚜렷한 주풍향이 나타났다. 

  기상청과 실측자료를 분석한 결과 풍력발전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한 풍환경
은 봄철 > 여름철 > 겨울철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상청 풍속에 비해 상대적으
로 낮은 값을 나타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3) 배기 풍속 측정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은 배기구에서의 토출풍속 파악이 중요하므로, 
다점풍속계를 사용하여 Test-bed에서의 배기구 토출풍속을 측정하였다. 측정 
장치를 Table 6.7 에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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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장치 설명

Multi-Channel 
Anemomaster 

(Model 6242/6243 
System)

- 1채널에서 64채널(최대 320채널)까지의 풍
속, 온도, 습도, 압력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다점풍속계
표시분해기능 : 온도 0.1℃

Velocity Probe 
0964-1

- 풍속을 측정하기 위한 센서로 0.1-50m/s까
지 측정이 가능

Table 6.7 배기풍속 측정 장치

(a) 배기구 외부 (외기 풍속) (b) 배기구 내부 (배기 풍속)
Fig. 6.6 배기풍속 측정 사진

  Fig. 6.6 에 나타낸 것처럼 배기구 외부에서의 외기 풍속과 함께 배기구 내
의 중앙에서의 배기 토출 풍속을 측정하였으며, 6일간 측정한 결과는 Fig. 6.7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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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7 배기풍속 측정 결과

   측정 결과, 외기 풍속이 1.27m/s 일 때 배기풍속은 평균 0.25m/s, 최대 
0.5m/s 로 측정되었으며, 외부기류에 따라 배기풍속의 변동은 0.1m/s 이내로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측정 당시 거주자들의 입주가 거의 없는 상태였으며, 
따라서 입주 후 거주자들의 주방・욕실 환기팬 가동에 따라 실제 배기 풍속은 
이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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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전력량 측정

 6.2.1 전력량 측정 개요
 
  기상 자료와 현장에서의 풍환경 측정을 바탕으로, 대상 건물에 배기겸용 소
형풍력발전 시스템을 설치하고 성능검증을 위한 Test-bed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은 설계된 배기구에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을 적용한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 
시스템(Case–3)과, 이를 비교하기 위해 소형풍력발전 시스템만을 운전하는 경
우(Case-1), 그리고 일반 원통형 배기구에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을 적용한 경우 
(Case-2)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이 때,  풍속값과 발전량은 매 10초 간격으로 
측정된 값의 10분간 평균값을 활용하였으며, 각 실험마다 13일간 측정하였다. 
Table 6.8에 각 Case의 개요와 설치 사진, 실험 기간을, Table 6.9 에 실험에 
사용된 장치를 나타내었다. 

  본 실험에서 적용한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은 4장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기존 
소형풍력발전시스템 중에서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에 가장 적합한 사보
니우스형과 다리우스형을 결합한 수직형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을 선정하였다. 
적용된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은 자체 소음, 진동, 하중 등에 대한 설비 심사 세부
기준을 모두 통과하여 적용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제작과 설치시 
구조 검토를 실시하여 안전상의 문제를 고려하였다.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의 용량은 300W이며, 로터의 크기는 지름 1.24m로 
Test-bed 대상 건물의 배기구에 적용하기에 적합한 크기이며, 시동 풍속은 
3m/s 였다. 적용된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의 제원과 출력곡선을 Table 6.1062)에 
정리하였다. 

62) 하이에너지, www.hi-energ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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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8 전력량 측정을 위한 Case 선정
Case-1 Case-2 Case-3

설명
소형풍력발전
시스템만 운전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을 
일반원통형 배기구에 

적용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을 
설계된 배기구에 적용

풍력발전에 외기만 이용 풍력발전에 외기 및 배기풍을 이용

개념도

설치
사진

실험 
기간

2012년 11월 8일
~ 11월 20일 (13일간)

2012년 12월 6일
~ 12월 18일 (13일간)

2012년 11월 22일
~ 12월 4일 (13일간)

Table 6.9 전력량 측정 실험 장치
측정 장치 설명

Vantage Pro2 
기상관측장치

- 강우량, 온습도, 풍향, 풍속 데이터를 통
합 측정

Data Scan 5000 
발전량 모니터링 

장비
- 발전량, 배터리 잔량, 전류량 등의 통합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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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10 적용된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의 제원 및 출력곡선
구 분 특  징

Nominal electrical power 
generated 300W

Rotation Axis Vertical Axis
Rotor Diameter 1.24m

Cut in wind speed <3m/s
Rated Wind Speed 13.5m/s

Cut out Wind Speed 15.5m/s
Survival Wind Speed 60m/s

Turbine Weight 25.5kg without tower
Blades Material Anodized Aluminum

Corporation (주)하이에너지 코리아
Certification 에너지 관리공단 신재생 에너지 센터

(a) 개념도 (b) 출력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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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2 전력량 측정 결과  

  13일간의 발전량 측정 결과를 날별 평균 풍속과 주풍향, 그리고 일일 누적 
발전량으로 정리하면 Table 6.11 과 같다. Fig. 6.8은 각 Case 별 일일 발전
량을 나타낸 것이다. Table 6.12 ~ 14 는 각 Case 별 풍향, 풍속별 발전량을 
나타낸 것이다. 

Table 6.11 발전량 실험 결과
Case-1 Case-2 Case-3

풍속
(m/s) 주풍향 발전량

(Wh)
풍속

(m/s) 주풍향 발전량
(Wh)

풍속
(m/s) 주풍향 발전량

(Wh)
Day-1 0.7 NW 0.0 1.1 SSE 28.8 0.7 SW 0.8
Day-2 0.4 E 0.0 1.7 E 12.0 1.6 W 9.2
Day-3 0.5 SSE 3.7 2.0 NW 9.0 1.0 SW 0.1
Day-4 1.2 E 11.2 1.7 NW 12.5 0.8 SW 0.0
Day-5 1.2 E 11.9 0.6 NW 5.8 1.9 WSW 50.0
Day-6 0.2 E 0.0 0.6 NW 0.1 0.8 SW 0.0
Day-7 0.8 E 0.0 0.3 NW 0.0 2.0 WSW 33.3
Day-8 2.1 E 0.0 0.5 E 0.0 1.2 WSW 0.7
Day-9 2.1 NW 95.0 1.5 E 2.8 1.2 WSW 15.9
Day-10 0.5 NW 1.0 0.9 NW 0.0 1.1 SW 3.1
Day-11 0.8 NW 0.2 0.4 W 0.0 0.7 SW 3.1
Day-12 1.2 NW 7.1 2.0 NW 27.0 1.9 W 33.4
Day-13 0.4 NNE 0.0 2.3 NW 23.5 2.3 NW 42.6

평균 0.9 10.0 1.2 9.4 1.3 14.8

Fig. 6.8 Case 별 일간 풍력발전량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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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12 풍향 및 풍속에 따른 발전량 (Case 1)

1.0 미만
1.0 이상

~
2.0 미만

2.0 이상
~

3.0 미만

3.0 이상
~

4.0 미만

4.0 이상
~

5.0 미만
5.0 이상

E
풍속 - 1.70 2.41 3.24 - -

발전량 - 0.56 0.88 1.58 - -

ENE
풍속 - 1.80 2.41 3.35 - -

발전량 - 0.15 0.60 2.49 - -

ESE
풍속 - 1.61 2.45 - - -

발전량 - 0.57 0.95 - - -

N
풍속 - - - - - -

발전량 - - - - - -

NE
풍속 - - - - - -

발전량 - - - - - -

NNW
풍속 0.90 1.68 2.49 3.29 4.08 -

발전량 0.29 1.18 2.12 2.40 4.15 -

NW
풍속 0.90 1.59 2.44 3.30 4.25 5.70

발전량 1.33 1.52 2.59 3.29 4.18 2.17

S
풍속 - 1.74 2.43 - - -

발전량 - 0.64 1.34 - - -

SE
풍속 - 1.70 2.44 - - -

발전량 - 0.94 1.57 - - -

SSE
풍속 0.78 1.59 2.36 3.27 - -

발전량 0.26 1.07 1.28 2.42 - -

SW
풍속 - - - - 4.63 -

발전량 - - - - 4.99 -

W
풍속 0.84 1.63 2.41 3.31 4.38 5.74

발전량 0.71 1.51 2.22 2.94 11.69 16.18

WNW
풍속 0.73 1.51 2.37 3.32 4.40 -

발전량 0.60 1.34 1.57 5.12 2.06 -

WSW
풍속 0.78 1.45 2.45 3.36 4.51 5.72

발전량 0.29 2.06 6.26 7.76 11.84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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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13 풍향 및 풍속에 따른 발전량 (Case 2)

1.0 미만
1.0 이상

~
2.0 미만

2.0 이상
~

3.0 미만

3.0 이상
~

4.0 미만

4.0 이상
~

5.0 미만
5.0 이상

E
풍속 - 1.61 2.30 - - -

발전량 - 0.28 0.43 - - -

ENE
풍속 - 1.45 2.40 - - -

발전량 - 0.35 0.23 - - -

ESE
풍속 - 1.63 - - - -

발전량 - 0.64 - - - -

N
풍속 - - - - - -

발전량 - - - - - -

NE
풍속 - - - - - -

발전량 - - - - - -

NNW
풍속 0.43 1.55 2.43 3.24 4.17 -

발전량 0.79 2.21 2.10 2.81 8.35 -

NW
풍속 0.67 1.65 2.44 3.33 4.29 5.70

발전량 2.29 1.96 1.92 2.66 3.39 3.46

S
풍속 - - - - - -

발전량 - - - - - -

SE
풍속 - 1.47 - - - -

발전량 - 0.26 - - - -

SSE
풍속 0.27 1.51 - - - -

발전량 0.97 0.41 - - - -

SW
풍속 - - - - - -

발전량 - - - - - -

W
풍속 - 1.62 2.28 - - -

발전량 - 0.80 0.97 - - -

WNW
풍속 - 1.55 2.53 3.34 4.29 -

발전량 - 0.88 1.77 3.10 3.83 -

WSW
풍속 - - - - - -

발전량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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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14 풍향 및 풍속에 따른 발전량 (Case3)

1.0 미만
1.0 이상

~
2.0 미만

2.0 이상
~

3.0 미만

3.0 이상
~

4.0 미만

4.0 이상
~

5.0 미만
5.0 이상

E
풍속 0.54 - - - - -

발전량 0.58 - - - - -

ENE
풍속 - - - - - -

발전량 - - - - - -

ESE
풍속 - - - - - -

발전량 - - - - - -

N
풍속 - 1.33 - - - -

발전량 - 0.35 - - - -

NE
풍속 - - - - - -

발전량 - - - - - -

NNW
풍속 0.60 1.53 2.57 3.50 - -

발전량 2.68 3.45 1.99 0.98 - -

NW
풍속 0.73 1.55 2.42 3.28 4.35 5.43

발전량 0.32 1.27 3.16 3.72 3.74 7.71

S
풍속 - - - - - -

발전량 - - - - - -

SE
풍속 - - - - - -

발전량 - - - - - -

SSE
풍속 0.73 - - - - -

발전량 0.15 - - - - -

SSW
풍속 - 1.48 - - - -

발전량 - 0.33 - - - -

SW
풍속 - 1.49 2.20 3.43 4.50 -

발전량 - 0.88 0.52 2.41 2.18 -

W
풍속 0.78 1.56 2.35 3.42 4.34 -

발전량 0.88 0.95 2.16 3.36 4.46 -

WNW 풍속 0.56 1.44 2.53 3.46 4.28
발전량 3.80 2.16 3.50 3.46 3.88

WSW
풍속 0.78 1.46 2.32 3.29 4.53 6.26

발전량 0.54 1.75 1.74 3.88 5.52 4.34

  



- 101 -

  13일간의 발전량 측정결과, 외부풍속은 평균 0.9m/s에서 1.3m/s 였으며, 
이 때 발전량의 일 평균 값은 Case 3  (14.8Wh, 외기 + 배기풍 + 설계배기
구) > Case 1 (10.0Wh, 외기) > Case 2 (9.4Wh, 외기 + 배기풍) 순으로 나타
났다. 일반 배기구에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을 적용한 경우(Case 2)는 오히려 발
전량이 저조했으며, 이는 앞선 시뮬레이션 결과와 같이 블레이드 설치위치에서
의 배기풍과 외기의 혼합으로 인하여 오히려 풍력발전에 저해가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실험결과로 판단할 때 외기와 배기풍을 혼합하여 배기겸
용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을 적용할 때에는 Case 3와 같은 전용의 설계 배기구
를 적용하는 것이 효과가 있으며 이 때 외기의 힘만으로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을 
구동하는 것(Case 1)보다 효과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Fig. 6.8에 
나타낸 것처럼, 날짜별 발전량을 살펴보면 Case 3와 같은 경우에는 다른 Case 
보다 고르게 풍력발전이 가능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 실험은 동일한 풍향과 풍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Case 별 
풍력발전 시스템의 발전 성능을 더욱 정확하게 비교하기 위하여 실험기간동안 
발전이 가장 많이 이루어진 풍향인 NNW, NW, WNW 향일 때, 풍속을 1m/s 
단위의 구간으로 나누어 각 풍속 구간별로 10분간 발전량에 대해 평균값으로 
정리한 결과는 Table 6.15, Fig. 6.9 와 같다.

Table 6.15 동일 풍향・풍속별 10분간 발전량 비교
풍속 분포

1.0 미만
1.0 이상

~
2.0 미만

2.0 이상
~

3.0 미만

3.0 이상
~

4.0 미만

4.0 이상
~

5.0 미만
5.0 이상

Case1

평균풍속 
(m/s) 0.82 1.58 2.42 3.30 4.25 5.70

평균발전량
(Wh) 0.75 1.41 2.26 3.52 3.91 2.17

Case2

평균풍속
(m/s) 0.65 1.60 2.46 3.32 4.28 5.70

평균발전량
(Wh) 1.56 1.67 1.90 2.79 3.85 3.46

Case3

평균풍속 0.61 1.50 2.49 3.38 4.32 5.43
평균발전량

(Wh) 2.59 2.14 3.16 3.40 3.79 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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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9 동일 풍향・풍속별 10분간 발전량 비교 (그래프)

  동일 풍향과 풍속에서 발전량 비교 결과, Case 3과 같이 배기겸용 소형풍력
발전 시스템 전용 배기구에 적용한 경우 가장 발전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외기 풍속이 3m/s 이하일 때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기 풍속이 
4m/s 이상이 될 때 Case 별 발전량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Test-bed 에서의 배기 풍속이 약한 상황에서 외기 풍속이 강해지면 배기
풍이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전용의 배기구에 배기
겸용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을 적용한 경우, 적은 풍속에서 지속적인 발전이 가
능하게 하여 전체적인 발전량을 증가시키는데 효과적인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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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소음・진동 측정

 6.3.1 소음・진동 측정 개요

  소음・진동 측정은 Test-bed 에 적용된 수평축의 사보니우스형과 다리우스
형이 결합된 300W급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이 정상가동 될 때에 대하여 실시하였
다. 측정 방법은 Table 6.16, 측정 장비는 Table 6.17에 나타냈으며, Fig. 
6.10 에 측정 사진을 나타냈다. 또한, 소형풍력발전시스템에 대한 자체 소음・
진동 기준은 없으므로, 환경기준에 의거하여 소음 및 진동 평가를 위한 기준을 
적용하였고 그 내용을 Table 6.18 에 정리하였다. 측정일시는 2013년 1월 15
일 13시~15시였다.

Table 6.16 소음・진동 측정 방법

소
음

- 소형풍력발전기 앞 1m, 2m, 3m, 5m 지점에서 15초동안의 등가소음레벨(Leq) 및 최
고소음도(Lmax) 측정

- 청감보정회로는 A특성, 동특성은 Fast설정과 바닥슬라브 지면위 1.5m 지점에서 실시

진
동

- 소형풍력발전기 지지프레임 중앙,지지 기초 및 지지점에서 1m 떨어진 지점에서 진동 
가속도 레벨 측정

- 주파수 범위 : 기초 및 slab - 1~100Hz, 지지프레임 – 1~1,000Hz
- Window type : Hanning Window, Average type : linear, Frequency 

Revolution : 0.25Hz

Table 6.17 소음・진동 측정 장치
측정 장비 Model명 제조사 제원

Sound Level Meter NA-27 RION 20∼140[dB]

Vibration Level Meter VM-53A RION 10∼120[dB]

Spectrum Analyzer CoCo-80 Crystal 0.5∼102kHz

Accelerometer Dytran Dytran 5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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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10 소음・진동 측정 사진 (좌: 소음 측정, 우: 진동 측정)

Table 6.18 소음・진동 기준
분류 기준치 근  거

소음 45dB
- 생활소음 규제기준에서 주거지역에서의 공장・사업장 또는 건축설비에

서 발생하는 소음
- 심야(22:00~05:00) 시간대의 기준을 선정

진동
54dB - ISO의 진동기준에 의거, 주거지역에서 밤 시간대의 연속진동 가속도

5mm/s - ISO의 정상 진동에 의해 발생하는 건물의 허용 진동속도

 6.3.2 소음 측정 결과

 배기겸용 소형풍력 발전시스템이 정상가동 되었을 때, 소음측정 결과는 Table 
6.19 와 같다. 여기서 대상 소음도는 측정소음도에서 암소음(Background 
Noise)을 보정한 값으로 국내 법규상의 암소음 보정표를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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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19 소음 측정 결과

측정 위치
수평형 1대 설치시 (정상속도)

측정소음도
(dB(A))

대상소음도
(dB(A))

음향파워레벨
(PWL)

배경소음 51
71~72(dB(A))1m 61.2 60

2m 57.9 57
3m 56.4 55

  소음 측정 결과, 1대가 정상가동시 1m 위치에서 60 dB(A), 3m 위치에서 
55 dB(A)로 측정 되었으며, 이는 음향 파워레벨(PWL)이 약 72dB(A) 로 계산
된다. 

  국내의 주거지역의 생활 소음 규제 기준 45dB(A) 이하가 되기 위해서는 주
거지역으로 부터 일정 거리가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소형 풍력 발전 시스템의 
설치 대수에 따라 필요한 일정 거리를 예측해보면, Table 6.20과 같다. 이 때, 
풍력발전시스템은 점음원으로 가정하였으며, 음원의 증가에 따른 음압레벨의 
증가와 점음원의 거리에 따른 감쇠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소음진동 관리법상 사업장 생활소음 야간 규제 기준  45dB(A)를 만족할 수 
있는 이격 거리는 1대가 설치 경우 10m, 2대의 경우 15m, 4대 설치 시 20m 
로 이 때 소음이 43dB(A)로 예상된다. 8대 설치시에는 25m의 이격거리가 필
요하며,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은 옥상부에 설치되므로 옥탑이나 설비
공간 등의 구성을 통해 최상층과의 이격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Table 6.20 풍력발전 시스템 설치 대수와 이격 거리에 따른 소음

이격 거리 풍력발전시스템 설치 대수
1대 2대 4대 8대

1m 60dB 63dB 66dB 69dB
2m 57dB 60dB 63dB 66dB
5m 49dB 52dB 55dB 58dB
10m 43dB 46dB 49dB 52dB
15m 40dB 43dB 46dB 49dB
20m 37dB 40dB 43dB 46dB
25m 35dB 38dB 41dB 44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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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3 진동 측정 결과

 소형 풍력 발전시스템의 진동 측정은 Fig. 6.11 에 나타낸 것처럼 지지프레임
과 기초, 바닥 Slab에 대해 실시하였다.

Fig. 6.11 진동측정 위치
  
  이 때, 바닥 Slab에서의 측정결과는 Fig. 6.12, Fig. 6.13, Table 6.21 과 
같다.

Fig. 6.12 바닥 Slab에서의 진동가속도 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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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13 바닥 Slab에서의 진동 속도 레벨

Table 6.21 바닥 Slab에서의 진동 측정 결과
측정 위치 진동 레벨 진동 가속도 레벨 진동 속도 레벨

진동원 설치 Slab 중앙 진동가속도레벨 (rms)
(dB, ref. 1 x10-5 m/s2 )  44.3 dB 0.015mm/s

 
  진동 측정 결과, 소형풍력발전기가 설치된 Slab 의 진동 가속도레벨은 44dB
로 측정되었으며, 진동 주파수 성분은 Slab 수직 방향 (Z축)일 때 가장 크게 
나타나며, 수평방향 성분은 수직성분에 비하여 작은 진동레벨을 나타내었다.   
또한 ISO 건물 피해 기준인 진동속도 5mm/s 과 비교 시 발전기 설치 현장의 
최고 진동속도가 0.015mm/s 이내 이므로 발전기 진동에 의한 건물 피해정도
는 거의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진동원인 소형 풍력발전기의 주파수 성분 및 위상이 다른 진동원에 2배 증가
하면 진동가속도 레벨은 3dB 증가한다. 이 때, 소형풍력 발전시스템을 여러 대 
설치할 경우, 7대 설치시 발생 진동 레벨이 약 54dB로 ISO 진동 기준인 54dB
로 기준치 이하로 평가된다. 따라서, 진동 측정에 의한 측정 결과 옥상에서의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의 개수는 최대 7대가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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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소결

  본 장에서는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의 검증을 위해 Test-bed에 적용
하여 전력량을 측정하고, 운전시의 소음 및 진동을 측정하였다. 본 장에서 수행
된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설계 제작된 소형배기풍력발전시스템을 건물높이 53m인 공동주택 옥상에 
설치하여 13일간의 발전량을 측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즉,  본 연구에서 제
안된 Case 3 (외기+배기풍+집풍장치)의 시스템이 Case 1 (외기만을 이용해 소
형풍력발전시스템을 운전)과  Case 2 (일반 원통형 배기구에 외기+배기풍을 이
용하여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을 운전)보다 발전량이 높게 나타났다. 정확한 비교
를 위해 동일 풍향과 풍속에 대해 정리한 결과에서도 Case 3의 발전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외기풍속이 3m/s 이하로 낮아지는 경우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배기풍력발전 시스템은 적은 풍속에서 
지속적 발전이 가능하게 하여 전체적인 발전량을 증가시키는 데 효과적인 것을 
알 수 있었다.

(2) 소음 실측 결과, 1대의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이 설치시 생활소음 
야간 규제 기준 45dB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거주공간과 10m의 거리를 확보하
는 것이 필요하며, 2대 설치시 15m, 4대를 설치할 경우 20m의 이격거리가 필
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진동측정결과 최대 7대까지 설치하였을 때 ISO 
진동 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음・진동에 의해 피해
가 발생하지 않는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의 최대 개수는 7개인 것을 확
인하였다. 

  본 장에서의 실험에 따라, 53m 높이의 건물높이에서 평균 외기풍속 1.3m/s
이고 배기풍이 약 0.5m/s 인 곳에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을 적용하였
을 때 소형풍력발전 시스템 1개에서 15Wh/day의 발전량을 얻을 수 있었다. 
Test-bed의 설치 높이를 고려할 때, 실제 초고층 공동주택의 옥상에서는 풍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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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증가에 따라 더 많은 발전량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장에서는 본 장에서의 실험 측정결과 바탕으로, 초고층 공동주택에서의 
최적 적용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의 연간발전량을 
예측하고, 실제 공동주택에서의 적용성을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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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장  초고층 공동주택의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 
시스템 적용방안

  앞선 절에서는 Test-bed에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을 검증하기 위하여 소음 및 
진동 측정, 전력량을 측정하였다. 본 절에서는 앞서 수행된 결과를 바탕으로 연
간 발전량을 예측하고, 시뮬레이션 결과와 소음 진동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실
제 현존하는 초고층 공동주택의 주방·욕실 배기구 위치가 나타난 평면을 통해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의 적용가능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최적 적용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7.1 연간 발전량 예측

  본 절에서는 Test-bed 에서의 전력량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초고층 
공동주택 높이인 100m, 200m, 300m 에서의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의 
연간 발전량을 예측하였다. 예측을 위한 풍속 데이터는 1981년부터 2010년까
지 서울 지역의 기상 자료를 축적한 한국 태양에너지학회에서 제공하는 대한민
국 표준 기상데이터63)를 이용하여, 3장에서 정리한 Deacon 방정식을 이용하여 
높이에 따른 풍속값을 보정하였다. 이 때, 각 풍속값의 시간 간격은 표준 기상
데이터에 따라 1시간 단위로 정리하였다. Table 7.1 은 높이에 따른 풍속을 
Deacon 방정식에 의해 보정한 결과를 평균값으로 나타낸 것이다. 

63) 대한민국표준기상데이터, 한국태양에너지학회 www.kses.re.kr



- 111 -

Table 7.1 높이에 따른 풍속 보정 값
기상 데이터 보정 풍속

10m 100m 200m 300m
1월 2.26 4.91 5.61 5.99
2월 2.63 5.54 6.27 6.66
3월 2.29 4.99 5.69 6.08
4월 2.96 6.10 6.85 7.25
5월 2.62 5.58 6.33 6.73
6월 2.24 4.93 5.64 6.03
7월 2.44 5.26 5.97 6.36
8월 2.58 5.52 6.26 6.67
9월 1.71 3.92 4.55 4.91
10월 2.09 4.65 5.35 5.73
11월 2.47 5.32 6.05 6.45
12월 2.18 4.80 5.49 5.88
평균 2.37 5.13 5.84 6.23

  높이에 따라 보정된 풍속값을 1m/s의 풍속 범위로 세분화하여, Test-bed 
실험때의 Case 와 같이 소형풍력발전 시스템만 운전한 경우(Case-1), 일반 원
통형배기구에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을 적용한 경우(Case-2), 배기겸용 소형풍력
발전 시스템 전용의 설계 배기구에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을 적용한 경우
(Case-3)에 대해 각 풍속에서의 전력발전량을 예측하고, 이렇게 예측된 전력발
전량을 누적하여 각 월별 및 연간 발전량을 비교하였다. 이 때, 각 풍속에서의 
전력발전량은 6장에서의 발전량 측정 결과인 Table 6.15의 풍속별 발전량 측
정값을 적용하였으며, 풍력발전 시스템이 Table 6.15와 같은 상태로 안정적으
로 계속 운전하는 경우로 가정하였다. 공동주택 높이와 Case별로 예측된 발전
량은 Table 7.2, Fig. 7.1 ~ 7.3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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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2 공동주택 높이와 Case에 따른 연간 발전량 예측 결과
(단위 : Wh)

Case-1 Case-2 Case-3

100m 200m 300m 100m 200m 300m 100m 200m 300m
1월 11,868 11,888 11,641 13,604 14,047 14,635 22,880 24,729 26,970
2월 10,401 10,316 9,944 12,644 12,927 13,247 22,337 23,842 25,748
3월 11,523 11,027 10,913 13,757 14,164 14,480 23,935 26,401 27,775
4월 10,961 10,403 10,322 13,866 14,061 14,340 25,429 27,594 28,659
5월 11,674 11,139 11,095 14,307 14,652 14,981 25,668 28,179 29,283
6월 11,590 11,208 11,078 13,459 14,038 14,329 22,872 25,528 26,817
7월 11,416 10,772 10,663 13,994 14,247 14,505 24,649 27,382 28,657
8월 11,572 10,980 10,779 14,416 14,723 14,883 25,943 28,667 29,748
9월 11,467 11,559 11,512 12,159 12,710 13,517 18,640 20,503 22,889
10월 12,426 11,944 11,849 13,773 14,348 14,898 22,339 25,254 26,790
11월 11,836 11,433 11,157 13,789 14,344 14,630 23,510 26,069 27,553
12월 11,981 11,823 11,415 13,831 14,111 14,717 23,316 25,014 27,471
합계 138,715 134,492 132,368 163,599 168,372 173,162 281,418 309,162 328,360
평균 11,560 11,208 11,031 13,633 14,031 14,430 23,452 25,764 27,363

 

Fig. 7.1 100m 높이에서의 Case 별 전력생산량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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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Fig. 7.2 200m 높이에서의 Case 별 전력생산량 예측

Fig. 7.3 300m 높이에서의 Case 별 전력생산량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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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측 결과, 100m, 200m, 300m 높이 일 때 연간 발전량은 배기겸용 소형풍
력발전 시스템을 위한 전용 배기구에 설치한 경우(Case-3) 23,452Wh/year ~ 
27,363Wh/year로, 소형풍력발전 시스템만 운전한 경우(Case-1, 
11,031~11,560Wh/year)에 대해서는 2.0~2.5배, 일반 원통형 배기구에 설치한 
경우 (Case-2, 13,633~14,430Wh/year) 보다는 1.7~1.9 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의 전용 배기구에 설치한 경우의 
발전량은 건물의 높이가 100m 높이에서 200m 높이로 바뀌면 9.9%, 200m 높
이에서 300m 높이로 바뀌면 6.2% 증가하여 공동주택의 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발전량의 증가 또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이 초고층 공동주택에서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을 적용한 경우나 일반 배기구에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을 적용한 경우보
다 연간 발전량에 있어 유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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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건물 개요 평 면 적용가능한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시스템 개수

1

소재 서울
- 2개 (전체 4개)층수 지상69층/지하5층

높이 264m
- 건물 측면부 4개 위치
- 인접 배기구간 거리 3m

피난층 16층, 55층

완공 2004년

2

소재 서울
- 2개 (전체 4개)층수 지상50층/지하6층

높이 196m
- 건물 측면부 4개 위치
- 배기구간 거리 9m

피난층 -

완공 2009년

3

소재 부산
- 1개 (전체 4개)층수 지상60층/지하5층

높이 212m
- 건물 중앙부 위치
- 인접배기구간 0.5m내 위치
- 최상층에 피난층 존재

피난층 28층, 52층, 60층

완공 2008년

7.2 초고층 공동주택의 적용 위치 분석

  본 절에서는 앞서 수행된 CFD 시뮬레이션과 소음 진동 측정결과를 바탕으
로, 현존하는 초고층 공동주택 건물 9곳을 선정하여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 시
스템의 적용이 가능한 주방·욕실 공용 덕트의 위치를 조사하고, 배기구의 건물
에서의 위치 (중앙부/앞 혹은 뒤)와 인접 배기구와의 이격거리를 통해 실제로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의 적용 가능 개수를 파악하였다. 이 때, 소음 및 
진동에 의한 최상층과의 이격거리는 고려하지 않았다. 조사 및 분석 결과는 
Table 7.3과 같다.

 Table 7.3 초고층 공동주택에서의 주방·욕실 공용덕트 위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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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3 초고층 공동주택에서의 주방·욕실 공용덕트 위치 분석 (계속)

4

소재 부산
- 1개 (전체 4개)층수 지상58층/지하5층

높이 207m
- 건물 중앙부 위치
- 인접배기구간 0.5m내 위치

피난층 58층

완공 2011년

5

소재 부산
- 1개 (전체 3개)층수 지상51층/지하3층

높이 158m
- 건물 중앙부 위치
- 인접배기구간 0.5m내 위치

피난층 -

완공 2006년

6

소재 청주
- 0개층수 지상45층/지하3층

높이 195m

- 주방・욕실 입상 덕트 없음피난층 -

완공 2010년

7

소재 청주
- 2개 (전체 2개)층수 지상41층/지하4층

높이 187m
- 건물 중앙부 위치
- 인접 배기구간 9m

피난층 -

완공 2009년

8

소재 대구
-1개 (전체 2개)층수 지상57층/지하3층

높이 225m

- 건물 중앙부 위치
- 인접배기구간 0.5m내 위치

피난층 29층

완공 2010년

9

소재 대구
- 2개 (전체 4개)층수 지상54층/지하7층

높이 178m
- 건물 중앙부 위치
- 인접배기구간 2m

피난층 -

완공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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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초고층 공동주택의 평면 구성에 따라 분석 대상인 9개 공동주택
에서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을 적용 가능 개수는 2개와 1개인 경우가 
각각 4개의 공동주택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 시
스템을 한 개도 적용할 수 없는 공동주택도 있었다. 분석 대상의 주방・욕실 
입상 덕트는 최대 4개씩 위치하고 있으나, 인접한 배기구의 간섭을 고려하면 
모든 배기구에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없었다. 또한, 9개 공동주택 중 2개의 
공동주택만 최상층에 피난 및 기계실 층이 존재하여 소음 진동에 대해 대응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소음 진동에 의한 이격거리까지 고려할 경우 적용 가능
한 개수는 더욱 적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한 개 이상 적용 가능한 8개의 
공동주택 중 6개의 공동주택이 건물의 중앙부에 배기구가 위치하고 있어, 배기
겸용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의 적용이 가능하더라도 배기구의 위치로 인해 최적
의 효율을 얻기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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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의 최적 적용방안 제안

  앞 절에서는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 시스템 적용을 위한 배기구의 위치를 파
악했으며, 그 결과 현존하는 초고층 공동주택에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 시스템
을 적용하기에 한계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한 최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물 자체의 방안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이 적용되는 주방・욕실 배기구의 경우 평면에
서의 배치 계획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건물의 수직공간으로서 코어에 집중 배
치되는 경우가 많다. 배기구의 위치는 건물이 지어지고 난 후에는 변경할 수 
없으므로, 건물의 계획・설계단계에서부터 배기구의 위치 선정시 배기겸용 소
형풍력발전에 유리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최상층의 경우 소형풍력발전시스템
의 운전에 의한 소음・진동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으므로, 최상층에 피난층 
및 설비층이나, 옥탑 등을 계획하여 이격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은 건물의 옥상부에 설치되므로 옥상면의 형태와 장애물에 
따라 발생하는 바람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데, 옥상면의 형태는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이 설치되는 곳을 중심으로 최적의 풍환경을 만들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Fig. 7.4 (a) ~ (c) 참조) 

  한편, 본 연구 결과에서는 지면으로부터 50m 높이의 건물에서 15Wh/day 
정도의 전력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배기겸용 소형풍
력발전 시스템만으로는 정부의 목표인 초고층 건물에서 전체 에너지 사용의 
3%를 담당하기에 부족하므로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은 다른 신재생에
너지원과 함께 보조적인 에너지원으로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
된다. 특히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넓은 입면을 가지는 초고층 건축물에서의 적
용에 유리하며, 풍력발전 시스템과는 서로 상반된 기후조건에서 유리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상호 보완적인 시스템으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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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Fig. 7.4 (d) 와 같이 최상층의 이격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공간이나 바람
을 유도하기위한 옥상 형태의 공간에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통합 적용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a) 배기구간 이격거리 확보 (b) 바람유도를 위한 옥상형태

(c) 최상층의 이격거리 확보 (d) 태양광발전과의 통합적용

Fig. 7.4 건물에서의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 시스템 적용을 위한 설계

  특히, 2.2.1절의 식 2.3에 따르면 풍력에너지는 블레이드의 지름이 클수록 커
진다. 따라서,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을 통해 더 많은 발전량을 얻기 위
해서는 가능한 최대 크기의 블레이드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는 500mm 크기의 주방・욕실 공용덕트에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을 적용하였으
나, 이와 같은 배기용 덕트가 아니어도 초고층 건물의 최상층과 최하층의 높이
차이에서 발생하는 압력차를 이용하면 배기풍과 같은 바람이 발생하므로 코어
나 아트리움같은 수직 공간에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시스템과 같이 외기풍과 
함께 건물에서 발생하는 배기풍을 동시에 이용하여 발전할 수 있는 풍력발전시
스템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건물 설계단계에서의 평면계획에 따라 10kW급 
이상의 큰 용량의 풍력발전시스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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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에서의 방안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 적용한 배기겸용 소형풍력시스템은 500mm 크기의 배
기구에 적용되므로,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블레이드의 크기를 늘리지 않는 
이상 발전 용량에 한계가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소형풍력발전시스
템 블레이드를 적용하였으나, 수직 혹은 수평축의 바람중 한 축의 방향만 이용
하는 일반적 소형풍력발전 시스템과 외기풍과 배기풍을 동시에 이용하는 배기
겸용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을 최적으로 운전하기 위한 풍환경은 다르기 때문에 
기존의 소형풍력발전 시스템 블레이드를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에 적용하기에
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배기겸용 전용의 블레이드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
며, Fig. 7.5 에 나타낸 것과 같이 전방향에서 발생하는 바람의 이용이 가능한 
블레이드 (a)나, 수직 방향의 배기풍과 수평 방향의 바람을 동시에 이용 가능한 
블레이드 (b) 혹은 외기에 의해 블레이드 회전시 배기구내 소형 블레이드의 회
전으로 배기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이중 블레이드 (c) 등의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a) (b) (c)
Fig. 7.5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을 위한 전용 블레이드 예시

  (3) 배기구에서의 풍속을 늘리는 방안
   본 연구에서는 배기구에서의 토출풍속이 0.5~1.0m/s 일 때를 바탕으로 실
험과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고, 실제 공동주택의 주방・욕실 공용덕트에서 토
출되는 풍속도 이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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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 설계・제작한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을 위한 전용 배기구
를 대상으로 배기토출풍속이 각각 1m/s, 3m/s, 5m/s로 변화하고, 외기 풍속
이 각각 1m/s, 3m/s, 5m/s 로 변화할 때, 경계조건을 Table 5.1과 같이 설
정하고 CFD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블레이드가 설치되는 위치인 배기구의 
상단부에서의 풍속은 Table 7.4, Fig. 7.6과 같이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7.4 외기풍속과 배기풍속 변화에 따른 배기구 상단에서의 풍속변화
외기 풍속

1m/s 3m/s 5m/s

배기 풍속
1m/s 1.60 1.99 2.55
3m/s 4.72 4.79 4.97
5m/s 7.76 8.00 8.00

Fig. 7.6 외기풍속과 배기풍속 변화에 따른 배기구 상단에서의 풍속변화(그래프)

  시뮬레이션 결과로 볼 때, 배기구 상단부에서의 풍속 상승효과는 외기 풍속
이 강해질 때보다 배기구에서의 자체 토출 풍속이 강해질 때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배기구 자체에서 토출되는 풍속을 최대한 증가시키는 것이 
적용을 위해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 시스템 적용에 유리한 풍환경을 확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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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배기토출풍속을 증가시키는 방안으로는 주방 및 욕실 환기팬의 동시 사용률
을 높이는 방법이 있으며, 이중희 외(2013)의 연구64)에 의하면 18층 규모의 공
동주택에서 주방 환기팬의 동시 사용률이 66% 이상일 때 배기구에서의 토출 
풍속이 3.0m/s 이상이 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바이패스관 삽입에 의해 30% 
이상의 배기풍속을 30% 이상 증폭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4) 이중희 외, 공동주택 주방・욕실 배기구의 동시사용율에 따른 배기측정실험, 2013년 대
한설비공학회 하계학술발표대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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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소결

  본 장에서는 초고층 공동주택에서의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을 적용하
기 위해 연간 발전량을 예측하고, 실제 초고층 공동주택에서의 적용가능성을 
평가하여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을 초고층 공동주택에 적용하기 위한 
최적안을 제안하였다. 본 장에서 수행된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연간 발전량 예측 결과, 100m, 200m, 300m 높이 일 때 연간 발전량은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을 위한 전용 배기구에 설치한 경우(Case-3) 
23,452Wh/year ~ 27,363Wh/year의 발전이 가능한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소형풍력발전 시스템만 운전한 경우(Case-1, 11,031~11,560Wh/year)에 대해
서는 2.0~2.5배, 일반 원통형 배기구에 설치한 경우 (Case-2, 
13,633~14,430Wh/year) 보다는 1.7~1.9 배 정도 많은 것이다. 특히, 건물의 
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풍속이 증가하면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의 전용 
배기구에 설치한 경우의 발전량은 건물의 높이가 100m 높이에서 200m 높이
로 바뀌면 9.9%, 200m 높이에서 300m 높이로 바뀌면 6.2% 증가하여 공동주
택의 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발전량의 증가 또한 큰 것으로 나타났다. 

(2) 소음・진동 측정과 CFD 시뮬레이션으로 도출한 최적 적용위치에 따라 실
제 건물에서의 적용 개수를 분석한 결과, 9개 건물 중 4개의 건물에서 최대 2
대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 대도 적용할 수 없는 건물도 있어 현존하는 
초고층 공동주택에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을 적용하기에 많은 한계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따라서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의 최적 적용을 위해서는 건물의 계
획 단계에서부터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의 적용을 고려하여 평면과 최
상층에서의 피난층, 그리고 옥상면의 형태 등을 결정할 필요가 있고,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을 위한 전용 블레이드와 배기풍의 풍속 증폭을 통해 발전 
효율을 증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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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장  결 론

  최근 도시의 인구 집중 등의 문제 해결과 랜드마크로서의 역할 등으로 초고
층 공동주택의 건설이 증가하고 있으나 초고층 공동주택은 일반 건물에 비해 
에너지 다소비형 건물로 알려져 있어, 에너지 절약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
한 상황이다. 최근에는 초고층 건물이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증가할수록 풍속이 
증가하고, 특히 건물과 건물사이의 극간풍의 유도로 풍력발전 시스템을 적용하
기에 유리한 풍환경을 가지고 있어 풍력발전 시스템의 적용이 주목받고 있으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절적으로 바뀌는 풍향 등으로 인하여 풍력발전 가동
에 필요한 안정적인 풍량 확보가 힘든 실정이다. 이에 안정적인 풍량 확보를 
위한 풍력발전 시스템의 적용과 동시에 배기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
로서 초고층 공동주택에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의 개발과 적용이 시도되
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고층 공동주택에서의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시스템
을 개발하고 적용하기 위하여, 먼저 자료 조사를 통해 초고층 공동주택에 배기
겸용 소형풍력발전 시스템 적용을 위한 고려요소를 도출하였고, 배기겸용 소형
풍력발전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한 전용 배기구를 설계·제작하였다. 또한 설계·
제작된 배기겸용 풍력발전시스템은 CFD 시뮬레이션과 Test-bed 적용실험을 
통하여 발전량을 확인하여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였고, 최적 적용을 위한 방안
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는, 초고층 공동주택의 소형풍력발전 적용을 확
대시켜 초고층 공동주택에서의 에너지 소비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을 초고층 공동주택에 적용하기 위한 고려
요소를 도출한 결과, 크게 풍환경에 따른 고려요소,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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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고려요소, 그리고 배기풍을 이용하기 위한 고려요소로 구분된다. 특히, 초고
층 공동주택에 적용되기 때문에 소음과 진동에 관한 문제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적용 가능한 배기구는 지속적인 배기풍이 발생하는 주방・욕실 공용 배
기 덕트인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은 벤츄리 효과를 이용하여 외기풍과 배기
풍을 최대한 집풍하는 효과를 내며, 모든 방향에서의 바람을 이용하기 위하여 
원형의 배기구로 설계하였다. 특히, 블레이드가 설치되는 위치인 배기구 단부에
서 발생하는 난류와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 단부를 갓 모양으로 디자인 하였다. 
배기구 크기는 주방・욕실 공용배기 덕트의 크기를 따라 직경 500mm의 모듈
형으로 제작하여, 필요에 따라 개수를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최적 개수는 6개
인 것을 확인하였다. 이 때, 적용되는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은 기존의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사보니우스형과 다리우스형이 결합된 수평축이 적합한 것으로 판
단된다.

셋째, 설계 제작된 배기겸용 풍력시스템은 CFD 시뮬레이션 결과 일반배기구보
다 외기 풍속 3m/s일 때 배기구 토출풍속 0.46m/s, 외기풍속이 5m/s 일 때 
0.77m/s 증가하여 배기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CFD에 의해 건물에
서의 최적 위치를 분석한 결과, 최적 위치는 건물의 측면부이며, 인접한 배기구
에 대해서는 4m 이상의 이격거리가 필요한 것을 확인하였다.

넷째, 건물 높이 53m의 공동주택 옥상에 Test-bed 적용실험에서는 소음・진
동 측정과 전력량 측정실험을 실시하였고, 소음진동 측정 결과 최대 7개까지 
적용이 가능하고, 1대 설치시 거주 공간과 10m의 이격거리를 확보해야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기 평균풍속 1.3m/s 일 때 13일간 발전량을 측정한 
결과 소형풍력발전 시스템 1개에서 15Wh/day의 발전량을 얻을 수 있었다. 

다섯째, Test-bed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공동주택의 높이 100m,200m,300m 
에서의 연간 발전량을 예측한 결과,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을 위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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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배기구에 설치한 경우(Case-3) 23,452Wh/year ~ 27,363Wh/year의 발전
이 가능한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소형풍력발전 시스템만 운전한 경우(Case-1)
에 대해서는 2.0~2.5배, 일반 원통형 배기구에 설치한 경우 (Case-2) 보다 
1.7~1.9 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물의 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배기
겸용 풍력발전 시스템에서의 발전량의 증가 또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이 초고층 공동주택에서 소
형풍력발전 시스템만을 적용하거나 일반 배기구에 적용한 경우보다 전력생산에 
있어 유리한 것을 확인 하였다. 

여섯째, 현재의 초고층 공동주택에는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을 적용하
기 위한 한계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며, 따라서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 시스템
의 최적 적용을 위해서는 ① 건물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 
시스템 적용을 위한 통합 설계가 필요 ②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의 효
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용 블레이드 개발 ③ 배기풍의 풍속 증폭 방안을 고려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초고층 공동주택에서의 에너지 소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
로서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을 개발하고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
였으며, 연구 결과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의 초고층 공동주택 적용으로 
안정적인 전기 생산이 가능하고, 배기 효과 또한 확인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는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한 정도로서, 배
기겸용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의 실현을 위해서는 초고층 공동주택의 옥상 배기
구에서 바람을 극대화하기 위해 배기구를 포함한 건물의 최적 설계방안에 관한 
연구와, 극대화된 바람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블레이드 및 소형풍력발전시스
템의 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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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초고층 공동주택의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 시스템 
개발 및 적용 연구

박 정 하
건축학과 건축 환경 및 설비 전공

중앙대학교 대학원

  최근 초고층 공동주택의 건설이 증가하고 있으나 초고층 공동주택은 일반 건
물에 비해 에너지 다소비형 건물로, 이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초고층 건물은 풍력발전 시스템의 적용이 주목받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계
절적으로 바뀌는 풍향등의 이유로 안정적인 풍량을 확보하는 것이 힘든 실정이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고층 공동주택에서 안정적 풍량 확보를 통해 풍력
발전 시스템을 운전하는 동시에 배기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하여, 기존 사례
와 문헌 및 이론 고찰을 통해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을 개발하고 CFD 
시뮬레이션과 Test-bed 실험을 통해 적용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65)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을 초고층 공동주택에 적용하기 위한 고려요
소는 풍환경에 따른 고려요소,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에 따른 고려요소, 그리고 
배기풍을 이용하기 위한 고려요소로 구분된다. 이러한 고려요소에 따라 배기겸
용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을 설계하였으며, 벤츄리 효과와 원형의 모양으로 설계
하여 외기풍과 배기풍을 최대한 집풍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때, 적용되는 소
형풍력발전 시스템은 기존의 사보니우스형과 다리우스형이 결합된 수평축의 블
레이드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어 :  초고층 공동주택, 신재생 에너지, 배기효과, 에너지 절약, 소형풍력발전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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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계 제작된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은 CFD 시뮬레이션 결과 외기 
풍속 3~5m/s 일 때, 일반 배기구에 적용한 소형풍력발전 시스템보다 배기풍속
이 0.46~0.77m/s 증가하여 배기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건물에서의 
최적 위치는 건물의 측면부이며, 인접 배기구에 대해 4m의 이격거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 건물 높이 53m의 Test-bed 에 제작된 시스템을 적용하여 소음과 진동을
측정한 결과, 최대 7대의 설치가 안전하며, 1대 설치시 거주 공간과 10m이상
의 이격거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기풍속 1.3m/s 일 때 13일간 
발전량을 측정한 결과 소형풍력발전 시스템 1개에서 평균 15Wh/day의 발전량
을 얻을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공동주택 높이 100m, 200m, 300m 에서의 
연간발전량을 예측하면,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을 설치한 경우 연간 
23,452Wh/year ~27,363Wh/year 의 발전이 가능하며, 이는 소형풍력발전 시
스템만 운전한 경우보다 2.0~2.5배, 일반 원통형 배기구에 적용하여 운전한 경
우보다 1.7~1.9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이 초고층 공동주택에서 소형풍력발전 시스템만을 적용하
거나 일반 배기구에 적용한 경우보다 전력생산에 있어 유리한 것을 확인하였다. 

(4) 아직까지 현재의 초고층 공동주택에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을 적용
하기 위해서는 많은 한계점이 있으며, 따라서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의 
최적 적용을 위해서는 ①건물의 계획단계부터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한 통합 설계 ②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 시스템 전용의 블레이드 개
발 ③배기풍의 풍속 증폭과 같은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초고층 공동주택의 에너지소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배
기겸용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을 개발하고 그 적용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초고층 공동주택에서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의 최적 적용을 위해서는 
옥상 배기구에서 바람을 극대화하기 위한 건물의 최적 설계방안과, 블레이드 
및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의 기술개발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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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Small Wind Power System with Combined 
Exhaust in the Super High-rise Apartment

Park, Jung Ha
School of Architecture and Building Science

Architectural Environmental Design & Building Service 
The Graduate School

Chung-Ang University

 While the construction of super high-rise apartments has recently 
increased, super high-rise apartments have larger energy consumption than 
general buildings. Therefore, these buildings require measures to resolve the 
problem with energy consumption. In particular, while applying the wind 
power generation system in super high-rise buildings is drawing substantial 
attention in the market, the acquisition of a stable level of air volume is 
difficult in Korea as the country shows seasonally changing wind directions. 
In this regard, this study intended to operate a small wind power system 
combined with a exhaust opening and resolve the issue of exhaust emissions 
by obtaining a stable level of air volume in super high-rise apartments. To 
this end, this study aimed to develop a small wind power system combined 
with an exhaust opening by reviewing existing cases, literature, and theories, 
and conducting CFD simulations and test-bed experiments.   66)
This study's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1) Factors required to consider to apply a small wind power system 
combined with an exhaust opening in super high-rise apartments are divided 
into the wind environment, the small wind power system, and the use of 
exhaust air. This study designed a small wind power system combined with 
an exhaust opening according to these considerations. The system was also 
designed based on the Venturi effect and a round shape to collect the 
maximum level of outdoor and exhaust air. In addition, a horizontal-axis 
blade that combined the existing Savonius and Darrieus types was applied as 

Keyword: super high-rise apartments, renewable energy, exhaust effects, energy 
saving, small wind powe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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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was considered appropriate for the applied small wind power system. 
(2) Based on the results of CFD simulations, at an outdoor wind speed of 
3~5m/s, the designed and produced small wind power system combined with 
an exhaust opening exhibited an increase in the speed of exhaust air by 
0.46~0.77m/s from small wind power systems applied to general exhaust 
openings. This confirmed the proposed system's ventilation effects. 
Moreover, the system's optimal location in a building was its side with a 
separation distance of 4m from the adjacent exhaust opening. 

(3) Noise and vibration levels were measured by installing the proposed 
system in a test-bed located 53m high at a building. This showed that the 
installation of up to seven units was safe, and the installation of a single 
unit required a separation distance of 10m or longer from the residential 
space. In addition, the measurement of power generation for 13 days at an 
outdoor wind speed of 1.3m/s resulted in an average output of 15Wh/day 
for one small wind power system. Based on these results, annual power 
generation at 100m, 200m, and 300m-high apartment houses was projected. 
The installation of the small wind power system with a ventilator was 
estimated to generate an annual output of 23,452Wh/year to 27,363Wh/year. 
This was 2.0 to 2.5 times larger than the mere operation of a wind power 
system, and 1.7 to 1.9 times larger than the operation of a general 
cylindrical exhaust opening. Thus, this study confirmed that, in terms of 
power generation, the proposed small wind power system with an exhaust 
opening is more beneficial for super high-rise apartment buildings than the 
single operation of either a wind power system or general exhaust opening. 

(4) Until now, the application of a small wind power system with an exhaust 
opening in super high-rise apartment buildings presents a number of 
limitations. Therefore, the system's optimal application requires ① an 
integrated design to apply the small wind power system with an exhaust 
opening from the building's planning phase, ② the development of blades 
that are exclusively for the wind power system with an exhaust opening, and 
③ increases in the speed of exhaust air. 

This study confirmed the potential to develop and apply a small wind power 
system with an exhaust opening as a measure to resolve the problem with 
energy consumption in super high-rise buildings. However, the optimal 
application of such a system in super high-rise buildings requires future 
studies on solutions for the optimal design of buildings that can maximize 
the wind in their rooftop exhaust openings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for blades and small wind power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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