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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is an elementary study for the application of small-sized exhaust wind

power generation to the exhauster at the rooftop of high-rise apartment houses, which

performs CFD simulation for the effect of multi-diffuser for exhaust wind velocity

amplification and external wind attraction and the experiments on actual mock-ups. The

result of this study is summarized as follows. As the result of experiment of multi-diffuser

for exhaust and ventilation, the wind velocity increased with a greater number of installations

of devices. Influence by the outdoor wind speed was better at the bottom of the exhaust

emissions than at the top of the exhaust outlet. Therefore, It is judged that the greater the

number of modules is advantageous to increase the discharge of wind sp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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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도시의 과밀화와 건설사의 랜드마크 전략

등으로 초고층 건축물의 건축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초고층 공동주택은 중․저층형의 주거용

건물에 비해 1인 혹은 세대당 2배 가까이 에너지

소비를 하게 되어 에너지 절약에 대한 대책이 필

요한 실정이다. 또한 초고층 공동주택에서는 고

층화에 따른 풍압 증가와 안전 등의 이유로 자연

환기를 할 수 없어 실내 환기의 대부분을 기계환

기에 의존해야 하는 현실이다.

따라서 이런 초고층 공동주택의 문제점을 해결하

기 위한 방안으로서 최근 초고층 공동주택의 옥

상 배기구에 풍력 발전 시스템을 설치하여 풍력

발전으로 인한 에너지 절약효과를 얻고자 하는

방안 등이 시도되고 있으나 아직 기초 연구에 머

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기존 배기 풍의 토

출 속도는 0.5~1.5m/s 에 불과해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을 적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유입관을 도

입하여 배기풍의 증폭시키거나, 배기구 말단부에

외기를 유인하기 위한 집풍장치를 설치하여 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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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 적용이 가능한 풍환경을 만드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초고층 공동주택의 배기 겸용 풍력발

전 시스템 적용을 위하여 초고층 공동주택에서의

옥상 배기구 말단에 설치되는 집풍장치를 통한

외기의 풍속 증폭 및 유인효과를 실측 실험을 통

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2.2 연구 방법 및 내용

본 연구는 초고층 공동주택에 배기겸용 소형 풍

력발전 시스템의 적용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내

용 및 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초고층 공동주택의 옥상 배기구 말단부에 설

치될 외기 유인용 집풍장치의 디자인 및 크기를

선정하였다.

(2) 집풍장치의 설치대수에 따른 배기 효과와 풍

환경을 파악하기 위해 풍속 측정을 실시하였다.

(3) 또한, 측정실험 후 배기구 내·외부의 유동적

인 풍환경을 알아보기 위하여 측정된 외부 풍향·

풍속값과 배기구 하단의 배기풍속을 입력하여

CFD시뮬레이션을 시행하였다.

3. 시뮬레이션 및 실험 개요

3.1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 시스템 및 집풍장치

배기겸용 소형 풍력 발전시스템은 초고층 공동

주택의 옥상에 위치하는 배기구 단부에

300W~1kW 급의 소형풍력 발전기를 설치하여 전

력을 생산함과 동시에 소형풍력발전기의 블레이

드의 회전이 배기구 내에 부압을 일으켜 배기 효

과까지 얻을 수 있다. (그림 1 참조) 배기겸용 소

형풍력 시스템의 적용을 위해서 고안된 집풍장치

는 ,배기구 단부에 설치되어 외기의 방향을 배기

구 방향과 같게 바꾸어 배기구 설치위치로 바람

을 최대한 모아주는 효과를 주는 동시에, 집풍된

외기가 상승하면서 배기구쪽에는 부압을 발생시

켜 배기효과를 일으키고자 하였고, 그림 2와 같

이 유닛화되어 다수의 장치를 설치할 수 있어 장

치가 설치되는 배기구나 건물옥상의 조건에 따라

높이를 조절할 수 있다.

Fig. 1 Concept of Multi-Diffuser

Fig. 2 Detail of Multi-Diffuser

3.2 시뮬레이션 및 실험 개요

본 측정실험은 대상건물에서 모듈단수 증가에

따른 배기구 풍속측정 실험으로 외부기류와 기본

배기 측정실험에서의 풍속데이터를 기반으로 실

험을 수행하였고 모듈단수 증가에 따른 배기구

풍속측정은 18시간씩 1초 간격으로 외부기류환경

변화에 따른 배기구 내부의 풍속변화를 자세히

기록하도록 설정하였다. 측정 실험과 결과를 비

교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고, 실험 및

시뮬레이션 개요는 표 1 ~ 3 과 같다.

Table 1 Boundary Condition of Simulation



Table 2 Instruments for Experiment

사진 장치명 및 모델명

M u l t i - C h a n n e l
Anemomaster
(Model 6242/6243
System)

GRAPHTEC midi
logger GL820

T h e r m o c o u p l e
Grade Wire

Velocity Probe
0964-1

Vantage Pro2 기상
관측 장치

Table 3 Outline of Experiment

구분 내용

장소 C대학교 기숙사 15층
옥상

주풍향 북서풍(기상청자료)

평균풍속 3.5m/s(기상청자료)

실험기간 4일

풍속 측정 시간
간격 1초

본 실험에 앞서 장치가 설치되는 배기구에서의

기본 배기 풍속을 일주일간 측정하였으며, 평균

외기풍속 1.27m/s 일 때 0.25m/s 로 나타났다.

4. 시뮬레이션 및 실험 결과

시뮬레이션 및 실험결과를 표 4와 그림 1, 2에

나타내었다.

Table 4 Result of Experiment

and CFD Simulation

실측 결과 CFD 시뮬레이션

상단 중단 하단 상단 중단 하단

3단 0.82 0.87 0.59 0.90 0.87 0.59

4단 1.01 1.02 0.60 0.99 0.93 0.60

5단 1.35 1.31 1.00 1.59 1.55 1.00

6단 1.39 1.31 0.84 1.33 1.28 0.84

Fig. 2 Result of Experiment

Fig. 3 Result of CFD Simulation

대상건물에 적용한 집풍장치의 모듈단수 조절에

따른 측정결과 그림 3과 같이 모듈의 단수가 3단

에서 6단으로 갈수록 상단, 중단, 하단의 측정된

풍속이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기구 하단

의 배기증폭정도를 보면 기본배기측정값 0.25m/s

에 비해 모듈 3단에서는 0.59m/s, 모듈 4단에서

는 0.6m/s, 모듈 5단에서는 1.0m/s, 모듈 6단에서

는 0.84m/s까지 증가된 풍속을 보였으며 증가폭

은 작게는 2.36배에서 크게는 4배까지 증가된 배

기풍속이 측정되었다.

또한, 소형풍력발전기의 블레이드가 설치되는

배기구 상단부의 경우 기본배기측정값 0.25m/s에

비해 모듈 3단에서는 0.82m/s. 모듈 4단에서는

1.01m/s, 모듈 5단에서는 1.35m/s, 모듈 6단에서

는 1.39m/s의 증가되는 토출풍속이 측정되었다.

기본배기측정값 대비 증가폭은 작게는 3.28배

(0.82m/s)에서 5.56배(1.39m/s)까지 증가된 토출

풍속이 측정되었으며, 외부 풍속이 증가함에 따

라 상단, 중단, 하단의 풍속 또한 증가 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모듈 3단과 모듈 4단을 비교해보면 모듈 3단의

측정이 이루어진 시간의 외기평균풍속은 1.19m/s



이며, 모듈 4단의 측정이 이루어진 시간의 외기

평균풍속은 0.5m/s로 외부풍속차가 2배가량 나타

난다. 외기평균풍속 차에 의한 데이터 값을 비교

해보면 배기구 하단의 배기풍속은 유사한 값을

보이지만 토출풍속은 외부풍속이 작게 측정된 모

듈 4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 외

기풍속에 의한 영향은 배기구 상단의 토출풍속

보다 배기구 하단의 배기효과에 영향이 큰 것으

로 판단되며, 약한 풍환경이라도 모듈의 수가 많

을수록 집풍효과에 의해 증가된 토출풍속이 나타

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모듈 5단과 6단을 비교하면 모듈 5단이

모듈 6단에 비해 모듈의 단수가 적고 외부풍속이

약한데 비해 성능이 모듈 6단과 비슷하거나 뛰어

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림 4의 CFD시뮬레이션

결과 역시 가변적인 실외의 풍환경에서의 데이터

와는 오차가 있지만 증감패턴은 유사한 부분이

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모듈 5단과 6단의

측정이 이루어진 시간에 따른 풍환경의 차이로

볼 수 있으며, 외부기류가 모듈내부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본 연구 결과,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집풍장치의 모듈 단수 조절에 따른 실험결과

3단에서 6단으로 갈수록 상단, 중단, 하단의 측정

된 풍속이 증가하는 것으로 측정되었으며, 배기

구 하단의 평균기본배기풍속(0.25m/s) 대비 증가

폭은 작게는 2.36배(0.59m/s)에서 크게는 4배

(1.0m/s)까지 증가된 배기풍속이 측정되었다.

(2) 배기구 상단부의 경우 평균기본배기풍속

(0.25m/s)대비 증가폭은 작게는 3.28배(0.82m/s)

에서 5.56배(1.39m/s)까지 증가된 토출풍속이 측

정되었으며, 외부 풍환경에서의 모듈 단수증가에

따른 성능이 확인되었다.

(3) 외기풍속에 의한 모듈 3과 모듈4의 배기 및

토출풍속 영향을 비교 분석한 결과 외기풍속에

의한 영향은 배기구 상단의 토출풍속 보다 배기

구 하단의 배기효과에 영향이 큰 것으로 사료되

며, 약한 풍환경이라도 모듈의 수가 많을수록 토

출풍속의 증가에 유리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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