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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ince due to the nature of high-rise buildings, the increase of wind speed

according to the height of a building makes it possible to use high wind power resources,

many countries led by some advanced nations are recently making steady and persistently

effort in introducing small wind turbine systems as a step to lower electric power load in

high-rise buildings.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propose an optimum application process of

a small wind turbine system in high-rise buildings. To achieve this goal, the case study on

the applications of high-rise and tall buildings was conducted and selected the best

application among them. With considerations based on the results, an application process

which is verified by actually selecting a high-rise building was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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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초고층 건물의 특성상 건물의 높이에 따른 풍속의

증가로 고밀도의 풍력에너지 자원을 활용하여 건물

에서의 에너지 소비를 저감할 수 있기 때문에 선진국

들을 중심으로 초고층 건물에서 전력 에너지 소비를

감소시키기 위해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 역시 초고층

건물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초고층

건물에서의 에너지 소비를 절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풍력에너지와 같은 신·재생에너지 적용을 사회

전반에 걸쳐 지원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초고층 건물의 소형

풍력발전시스템 적용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건물에서의

에너지 절약 기술력을 확보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데 있다.

2. 이론고찰

2.1 초고층 건물의 개요



- 2 -

구분 세부내용

사회·환경적

기준

⋅주위 지역 및 환경에 영향을 주는

건물 높이 또는 비율

⋅일반 건축물과 달리 디자인, 시공,

유지관리 측면에 관하여 특별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건축물

물리적 기준(1)

⋅높이가 200m이거나 층수가 50층

이상인 건축물

⋅세장비가 5 이상인 건축물

⋅횡압력 저항 시스템의 유무의 판단에

의한 건축물

Table 1 A Definition of Hise-rise Building

구분 고려요소

대상 지역
⋅풍속 ⋅풍향

⋅최대 순간풍속 ⋅풍속 분포

대상 건물
⋅건물에서의 압력분포

⋅건물에서의 기류 특성

소형풍력

발전시스템

⋅국내소형풍력발전시스템설비심사세부기준

⋅소음, 진동, 하중

Table 2 A Consideration for Small Wind

Turbine Application

국제초고층도시건축연합에서는 초고층 건물의

기준과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단순히 건물의

층수와 높이와 같은 일률적인 기준을 가지고 초

고층 건물의 정의를 내릴 수 없다고 언급하면서

Table 1과 같이 초고층 건물의 사회적·환경적 기

준과 물리적 기준을 동시에 제시하고 있다.

2.2 소형풍력발전시스템 개요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의 규정 및 정의에 대해서

는 Table 2와 같이 각기 국가나 기관에 따라 기

준이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시스템 용량이 100kW

이하이거나 블레이드 회전면적이 200㎡ 이하인

경우 소형풍력발전시스템으로 분류하고 있다. 국

내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설비심사세부기준에서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의 범위를 블레이드 회전 면

적 200㎡미만(정격 출력으로는 30kW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초고층 건물의 소형풍력발전시스템 적용

프로세스 제안

3.1 초고층 건물에서의 소형풍력발전시스템 적용을

위한 고려요소 도출

본 연구에서 도출한 초고층 건물에서의 소형풍

력발전시스템 적용을 위해서 필요한 고려요소는

Table 2와 같다. 각 고려요소들은 궁극적으로 시

스템의 에너지생산 효율성 및 실제 적용가능성을

결정짓는다고 볼 수 있다.

3.2 초고층 건물에서의 소형풍력발전시스템 적용

프로세스 제안

앞서 도출한 대상 지역, 대상 건물,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의 고려요소를 바탕으로 하여 건물 일체형

을 제외한 상층부와 측면부 적용을 대상으로 초

고층 건물의 소형풍력발전시스템 적용 프로세스

를 Fig. 1과 같이 제안하였다. 적용 단계는 적용

가능성 평가단계, 적용계획 단계, 적용 방안 검토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Fig. 1 Small Wind Turbine

System Application Process

4. 초고층 건물에서의 소형풍력발전시스템

적용 프로세스 검증

4.1 대상건물 선정

대상 건물은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IFC, 건물 중에서

THREE IFC로높이는 284m로 현재 국내 초고층 건물의

법적 기준을 유일하게 만족시키는 건물로서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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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에 따라 얻을 수 있는 풍력 에너지를 활용하여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의 설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4.2 대상 지역 기후분석

대상 지역인 영등포의 풍향 및 풍속은 기상청에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영등포의 연 평균

풍속은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의 최소 시동 풍속인

3m/s보다 높은 3.7m/s로 나타났으며, 각 계절별

평균 풍속은 봄 4.0m/s, 여름 3.8m/s, 겨울 3.5m/s,

가을 3.4m/s 순으로 봄과 여름철이 높은 풍속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대상 지역에서의 풍속은 소형

풍력발전시스템을 적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4.3 시뮬레이션을 통한 대상지역 풍환경 검토

최근 초고층 건물에 풍력발전시스템을 적용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서 건물 주위의 대기 유동장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도시 건물군 및 건물형상의 복잡성을 고려하는 전산

유체역학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인 STAR-CCM+4.02를

사용하였다. 시뮬레이션 입력 값은 Table 3과 같다.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Fig. 2와 같이 건물 옥

상에서의 풍속은 최대 약 6.5m/s로 나타나 같은

높이에서의 보정풍속인 5m/s보다 26% 증가율을

보여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을 설치하기에 적합한

풍환경으로 판단된다.

시뮬레이션 설정조건

Space Three
Dimensional

Motion Stationary

Material Gas Flow Segregated
Flow

Equation of
state

Constant
Density Time Steady

Viscous
Regime

Turbulent

Equations
 Turbulence

(RANS : Reynolds-Averaged Navier
Stokes equations)

Table 3 Simulation Boundary Condition

Fig. 2 Analysis of Case Building

4.4 소형풍력발전시스템 적용계획

대상 건물의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Fig. 3과

같이 대상 건물의 Section을 총 9부분으로 나누

어 분석을 수행하였다. 시뮬레이션 입력 조건은

Table 3과 동일하다.

Fig. 3 The Analysis Section

(a) Section 1 (50m) (b) Section 2 (100m)

(c) Section 3 (150m) (d) Section 4 (200m)

(e) Section 5 (250m) (f) Section 6 (270m)

(g) Section 7 (284m)

Fig. 4 The Analysis of Section 1∼7

Section 1 ∼ Section 7 분석 결과 주풍향을 가

장 먼저 받는 면에서 최대 6.5m/s의 강한 풍속이

분포하여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을 설치하는데 유리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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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ection 8 (b) Section 9

(c) Section 10 (d) Section 11

Fig. 5 The Analysis of Section 8∼11

Section 8 분석결과 주풍향의 영향을 가장 먼

저 받는 부분으로 안정적인 풍속과 난류영역이

적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ection 9의 경

우 헬리포트가 위치하는 바로 앞부분으로 건물

옥상 모서리에 부딪힌 바람이 다시 헬리포트 하

부 면을 따라 흐르면서 난류영역 위로 6m/s 이

상의 강한 풍속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ection 10은 헬리포트까지 위치한 지점으로 위

쪽으로는 여전히 강한 풍속이 존재하고 양 측면

역시 위쪽보다는 약하지만 약 4m/s 풍속이 분포

하고 있다. Section 11과 같이 헬리포트 뒤쪽으로

는 헬리포트에 의한 상승 난류의 영향으로 인하

여 상대적으로 풍속이 약하게 나타났으며, 측면

에서의 난류영역이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헬리포트 앞부분에 위치한 지점들이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을 설치하기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a) Section 12 (b) Section 13

(c) Section 14 (d) Section 15

(e) Section 16

Fig. 6 The Analysis of Section 12∼16

Section 12 ∼ Section 16 분석결과, 건물 모서

리 부분과 가까운 Section 12와 Section 13의 주

풍향을 바로 받는 곳을 중심으로 대부분 풍속이

강하게 분포되기 때문에 주풍향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는 대상 건물 옥상 부분에서 강한 풍속과

안정적인 기류가 분포하고 난류영역이 상대적으

로 작기 때문에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을 설치하기

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실제 초고층 건물을 선정하여

초고층 건물의 소형풍력발전시스템 적용 프로세

스를 따라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을 적용함으로써

프로세스를 검증하였다.

적용 가능성 평가 단계에서는 대상 건물을 선

정하여 대상 건물 개요 및 지역의 기후를 분석하

고 전산유체역학 시뮬레이션을 통해 대상 건물의

기류를 분석하여 풍환경을 평가하였다. 다음으로

전산유체역학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대상 건물의

전체 단지의 기류를 분석한 결과 소형풍력발전시스템

적용 가능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음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대상 건물의 기류

를 분석하여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의 최적 위치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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