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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Recently, high-rise apartment is being briskly built but there has problems such as lack of

ventilation, stack effect and energy consumption. Therefore Small Wind Power System combined

exhaust as measures to solve these probl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increase the effect of

small wind power systems with exhaust apply for inflow module to solve these problem. For

this, through CFD simulations are use to evaluate inflow module. Results from the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e inflow module can increase exhaust air speed and generation. So

inflow module is better than normal exhaust pipe.

Keywords : 초고층공동주택(High—rise Apartment), 신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배기겸용풍력시스템

(wind power system with Combined Exhaust)

──────────────────────────────────────

1. 서 론

1.1 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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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

방안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적용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초고층 건물은 건물적 특징의 활용으로 풍

력발전 시스템을 적용하기에 유리한 풍환경을 가

지고 있어, 풍력발전 적용이 적극적으로 고려되고

있다. 그러나 풍력시스템을 건물에 적용하기 위해

서는 무엇보다도 최소한의 풍량 확보가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계절풍 등으로 인해 안정적인 풍략확

보가 힘든 실정이다. 또한, 초고층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연돌효과(stack effect)와 환기부족 문제

도 에너지와 함께 해결해야 할 주요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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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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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설계 배기구 개념도

동주택의 배기겸용 풍력시스템의 적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 수행된 연구의 내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배기겸용 풍력시스템의 개념을 도출하고

이를 설계, 제작하였다.

2) 설계된 배기구를 적용하여 CFD Simulation

을 통하여 배기구 부분의 토출 풍속을 확인하고

원활한 배기의 여부에 대해 확인하였다.

3) CFD Simulation 결과를 토대로 배기겸용

풍력발전시스템의 가능성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2. 배기겸용풍력시스템의 개념 및 설계

2.1 배기겸용풍력시스템의 개념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배기겸용풍력시스템의

개념은 최상층에 부는 외부기류와 실내 배기구에

서 올라오는 배기풍을 혼합한 것으로 배기겸용풍

력시스템은 우선 배기구 단부에 설치된 외기의

방향을 배기구의 방향으로 기류의 방향을 변환시

켜 풍력 블레이드에 바람을 최대한 집중시켜 바

람의 양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주고 있다. 또한 이

효과는 집풍된 외기가 상승하면서 배기구 쪽에는

부압을 발생시켜 배기효과를 더욱 향상시키게 됨

으로써 건물의 풍력 적용 시 최소 풍량 확보의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2.2 배기겸용풍력시스템 설계

(1) 배기구 설계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근본으로 배기겸용풍력

시스템에 적용되는 배기구를 설계하였다. 그림. 1

과 같이 배기구는 난류의 영향을 최소화시키고자

원형 구조체로 선정하였다. 또한 그림. 2 와 같이

외부의 기류는 배기풍과 같은 방향으로 전환되어

배기구 내 상승기류의 풍량을 증가시킨다. 유입구

를 통해 배기구로 들어간 기류는 베르누이 효과

로 배기구 내 강한 상승풍을 일으켜 배기효과를

증가시키도록 설계 하였다.

그림 2. 설계 배기구 효과

배기겸용풍력시스템의 크기는 고층 공동주택에

서 공용 급·배기방식을 사용하는 주방·욕실의 일

반적인 사이즈인 직경 500mm의 크기로 설계 했

다. 모듈의 상부는 벤츄리 효과로 배기풍을 증폭

시키기 위해 직경 400mm로 하부에 비해 좁게 설

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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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용

화되어있는 300W급 블레이드를 선정하였으며,

사보니우스형과 다리우스형이 결합된 중간 형태

로서 외부풍속과 배기풍을 이용하여 블레이드의

회전이 가능한 형태이다. (그림. 3 참조)

그림 3. 배기겸용 소형 풍력발전 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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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기겸용풍력시스템 CFD 시뮬레이션

3.1 CFD시뮬레이션 개요

본 장에서는 CFD시뮬레이션을 통해 설계 제작

된 배기겸용 풍력시스템을 위해 설계 배기구와

일반 배기구의 풍환경을 분석하였다. 시뮬레이션

해석 경계 조건은 표 1 과 같다.

CFD 시뮬레이션 경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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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CFD 시뮬레이션 경계조건

시뮬레이션은 지름 500mm의 배기구위에 일반

원통형 배기구와 설계 배기구가 설치된 경우로

나누었으며, 외부 풍속 1m/s와 2m/s 일 때를 가

정하여 실시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값은 배기구

내 토출 풍속과 블레이드가 설치되는 지점에서의

풍속을 비교하여 제작된 설계 배기구의 배기풍

증폭 효과와 소형풍력발전 적용의 가능성을 판단

하고자 하였다. 시뮬레이션 후 풍속을 비교하기

위한 측정 지점은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의 블레이

드가 설치되는 지점 두곳과, 배기구 내 상단과 하

단 두 곳을 선정하였으며, 그림5 에 나타내었다.

그림 4. 시뮬레이션 측정 지점

3.2 시뮬레이션 결과

시뮬레이션 결과 기류의 속도와 모습을 표

2와 그림 6, 그림 7, 그림 8 그리고 그림 9 에

나타내었다.

1m/s 2m/s
일반
배기구
(m/s)

설계
배기구
(m/s)

일반
배기구
(m/s)

설계
배기구
(m/s)

사보니우스
블레이드
접점

1.68 1.83 3.35 3.67

다리우스
블레이드
접점

1.68 1.71 3.37 3.55

배기구

토출부
0.23 0.38 0.29 0.66

배기구 0.25 0.26 0.25 0.26

표 2. 시뮬레이션 결과 값

그림5. 외부풍속 1m/s 시뮬레이션 결과(일반배기구)

그림6. 외부풍속 1m/s 시뮬레이션 결과(설계배기구)

그림7. 외부풍속 2m/s 시뮬레이션 결과(일반배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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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8. 외부풍속 2m/s 시뮬레이션 결과(설계배기구)

(1) 배기풍 결과

CFD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외부 풍속이

1m/s 일 때 설계 배기구를 적용한 경우 배기구

토출부에서의 풍속이 일반 배기구보다 0.15m/s,

외부 풍속 2m/s 일 경우 0.37m/s 증가하여 배기

를 증폭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

계 배기구간 접합부의 간격으로 유입되는 외기의

영향으로 인해 상승기류가 발생되어 배기구의 배

기풍의 풍속이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블레이드 접점 결과

사보니우스형 블레이드와 접하는 지점의 풍속

은 외부풍속이 1m/s일 경우 약 0.15m/s가 증가하

였으며, 2m/s일 경우 약 0.32m/s가 증가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일반배기구의 경우 외부의 풍속이

증가함에 따라 외기가 배기구로 유입되어 배기를

방해하여 성능의 저하가 발생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설계된 배기구를 적용하면 외부의 풍속이 증

가함에 따라 일반 배기구에 비해 배기구의 토출

풍속이 증가함은 물론 블레이드의 접점에서도 증

폭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설계 배기구의 적

용으로 배기겸용 풍력발전 시스템의 적용 가능성

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지금까지의 본 연구에서 수행된 결과를 종합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배기겸용풍력시스템 적용을 위한 설계 배

기구는 외기의 유입을 통한 배기풍의 풍속의 증폭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 되었다.

둘째, 설계 배기구와 일반적인 배기구를 비교하

기 위하여 실시한 CFD 시뮬레이션 결과 설계배

기구를 적용하였을 경우, 설계 배기구의 배기풍속

이 일반배기구에 비하여 우수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의 접점 부위에서의

풍속은 설계 배기구를 설치한 경우에 일반배기구

에 비하여 높은 풍속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된 설계 배기구를 적

용할 경우 초고층공동주택의 배기겸용풍력시스템

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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