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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goal of this study was to test the application of a wind power system

with combined exhaust to a super high-rise apartment, and the research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proposed location of the applied wind power system with

combined exhaust in the study was a rooftop exhaust pipe from a dining room and bathroom

of a super high-rise apartment. At that time, the size of the module for concentrating wind

was 500mm in diameter and 320mm in height (upper diameter was 400mm with Venturi

effect inducement). Blade was combined Savonius style and Darius style, able to rotate. 2) In

the results of measuring the generation quantity for 14 days by installing the wind power

system with combined exhaust at an apartment rooftop with 35m height, the case 3 system

(outside air + exhaust wind + wind concentrating device) proposed in the study appeared to

have a higher generation quantity than other systems. Specifically, even when there was a

low outside wind velocity value, the electrical energy appeared to be high, confirming the

exhaust wind concentration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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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도시의 인구 집중 등의 문제 해결과 랜드

마크로서의 역할 등으로 초고층 공동주택의 건설

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초고층 공동주택은 일

반 건물에 비해 에너지 다소비형 건물로서, 에너

지 절약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며, 그 해

결방안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적용이 증가하고 있

다. 특히, 초고층 건물은 건물적 특징의 활용으로

풍력발전 시스템을 적용하기에 유리한 풍환경을

가지고 있어, 풍력발전 적용이 적극적으로 고려

되고 있다. 그러나 풍력시스템을 건물에 적용하

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최소한의 풍량 확보가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계절풍 등으로 인해 안정

적인 풍략 확보가 힘든 실정이다. 또한, 초고층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연돌효과(stack effect)와

환기부족 문제도 에너지와 함께 해결해야 할 주

요내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고층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풍력시스템을 적용하는 동시에 배기 개선을 통한

환기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적 실험 연

구로 초고층 공동주택의 배기겸용 풍력시스템을

설계, 제작하였고, CFD 시뮬레이션 실시와 실제

건물에 적용한 후 발전량을 측정하여 초고층 공

동주택의 배기겸용 풍력시스템의 적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2.2 연구 방법 및 내용

본 연구에서 수행된 연구의 내용 및 방법은 다

음과 같다.

1) 배기겸용 풍력시스템의 개념을 도출하고 이

를 설계, 제작하였다.

2) 설계 제작된 배기겸용풍력시스템을 실제 건물

에 적용하여 발전량을 비교, 분석하여 초고층 공

동주택에서의 풍력시스템의 적용가능성을 제시하

였다.

3. 시뮬레이션 및 실험 개요

3.1 배기겸용 소형풍력시스템의 개념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배기겸용풍력시스템의 개

념은 Fig. 1 과 같이, 최상층에 부는 외부기류와

실내 배기구에서 올라오는 배기풍을 혼합한 것으

로 배기겸용풍력시스템은 우선 배기구 단부에 설

치된 외기의 방향을 배기구의 방향으로 기류의

방향을 변환시켜 풍력 블레이드에 바람을 최대한

집중시켜 바람의 양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주고

있다. 또한 이 효과는 집풍된 외기가 상승하면서

배기구 쪽에는 부압을 발생시켜 배기효과를 더욱

향상시키게 됨으로써 건물의 풍력 적용 시 최소

풍량 확보의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

이다.

Fig. 1 Concept of Small Wind Power

System Combined Ventilator

2.2 배기겸용풍력시스템 설계

(1) 배기구 설계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근본으로 배기겸용풍력시

스템에 적용되는 배기구를 설계하였다. 배기구는

난류의 영향을 최소화시키고자 원형 구조체로 선

정하였다. 또한 외부의 기류는 배기풍과 같은 방

향으로 전환되어 배기구 내 상승기류의 풍량을

증가시킨다. (Fig.2. 참조)

유입구를 통해 배기구로 들어간 기류는 베르누이

효과로 배기구 내 강한 상승풍을 일으켜 배기효

과를 증가시키도록 설계 하였다.

Fig. 2 Wind Flow of Air Vent Module

배기겸용풍력시스템의 크기는 고층 공동주택에서

공용 급·배기방식을 사용하는 주방·욕실의 일반

적인 사이즈인 직경 500mm의 크기로 설계 했다.

모듈의 상부는 벤츄리 효과로 배기풍을 증폭시키

기 위해 직경 400mm로 하부에 비해 좁게 설계

하였다. 또한 배기구는 모듈화 하여 적용환경에

따라 모듈의 수 조정을 통하여 집풍 효과를 극대

화하도록 설계하였다.

(2) 블레이드 및 풍력시스템의 선정

본 연구에서 적용된 블레이드는 기존에 상용화

되어있는 300W급 블레이드를 선정하였으며,

사보니우스형과 다리우스형이 결합된 중간 형태



로서 외부풍속과 배기풍을 이용하여 블레이드의

회전이 가능한 형태이다. (Fig. 3 참조)

Fig. 3 Design of Small Wind

Power System Combine Ventilator

4. 배기겸용 소형풍력시스템 발전량 측정

실험

4.1 발전량 측정 실험 개요

본 장은 설계 제작된 배기구를 적용한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 시스템(Case 3)과 동일 사이즈의

일반 원통형 배기구에 풍력발전시스템을 적용한

경우(Case 2), 그리고 외기만을 이용해 풍력발

전 한 경우(Case 1)에 대해 각각 14일간의 발전

량을 측정하여 성능을 비교하였다.(Table 1 참

조). 이때 발전량 및 기상관측 장비와 방법은

Table 2 와 같다.

Case 1 Case 2 Case 3

Case

개념도

외기만을
이용한
풍력발전
시스템

일반배기구
풍력발전
시스템 조함

설계배기구풍
력발전

시스템 조합

공기흐름 외부바람 외부바람 & 배기풍

Table 1. Outline of Experiment Cases

측정 기기 측정 방법

Vantage

Pro2

(기상관측기)

기상관측기를 이용한

10분간 풍속 및 풍향 기록

DS Scan

500

10초간 발전량 데이터

기록

Table 2. Measurement Instrument

4.2 발전량 측정 실험 결과

풍향 및 풍속에 따른 발전량 및 풍속 측정 결과

는 Fig.4., Fig.5.. Fig.6. 그리고 Table 3 에 나타

내었다.

Fig. 4 Graph of Wind Speed and

Generation Quantity (Case 1)

Fig. 5 Graph of Wind Speed and

Generation Quantity (Case 2)

Fig. 6 Graph of Wind Speed and

Generation Quantity (Case 3)



Case1 Case2 Case3

최대 값의

일 평균

풍속
(m/s) 2.71 1.06 1.91

총 발전량
(Wh/day) 53.3 28.8 50.0

실험 전체

평균

풍속
(m/s) 1.43 1.24 1.35

총 발전량
(Wh/day) 12.5 9.3 14.8

Table 3. Results of Wind Speed and

Generation Measurement

측정 실험 결과, 측정 기간의 전체 평균으로 비

교한 경우, 평균 풍속에는 크게 차이가 없었으나

발전량은 Case 3 > Case 1 > Case 2 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일반형 배기구를 적용하여 배기

겸용 소형 풍력발전을 하는 경우 가장 발전량이

저조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풍력발전 시스템의

블레이드가 설치되는 위치에서 외기와 배기풍이

만나 역류를 일으켜 오히려 풍력발전에 방해가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본 연구에서 개발하

고자 하는 설계 배기구를 적용하여 배기겸용 풍

력발전 시스템을 가동한 경우, 외기의 설계배기

구 내 유입에 의해 배기풍을 증폭하고, 블레이드

설치 위치에서는 역류 현상이 없어 적절한 풍환

경을 만들 수 있어 다른 경우 보다 발전량이 높

게 나타나, 설계 배기구를 적용한 배기 겸용 풍

력발전의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지금까지의 본 연구에서 수행된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배기겸용풍력시스템의 세

부 설계안은 다음과 같다. 즉, 적용위치는 초고층

공동주택인 경우 주방과 욕실의 옥상배기구로 하

였다. 이때 반드시 배기풍을 모아주는 집풍모듈

장치를 설치해야 하는데 모듈1개의 크기는 직경

500mm*높이320mm(상부직경은 벤츄리효과유도

로 직경 400mm)로 하였다. 특히, 블레이드는 사

보니우스형과 다리우스형을 결합한 형태로 회전

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2) 제안된 배기겸용 배기구를 실제 건물에 적용

하여 발전량을 측정한 결과 발전량은 일 평균 풍

속 1.35m/s 일 때 14.8Wh/day로 측정되었다. 이

는 외기풍만을 이용하거나 일반 배기구에 적용하

여 풍력발전을 하는 경우보다 발전량이 높은 것

으로, 외기의 설계배기구 내 유입에 의한 배기풍

증폭과, 블레이드 설치 위치에서역류 현상이 없

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된 배기구로 공동주택

의 배기겸용풍력시스템의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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