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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이 인류의 생존과 직결됨에 따라

서 오늘날 국제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 산업혁명 이후 인간의

화석에너지 사용으로 발생된 CO2 배출에 의한 지구 온난화(Global Warming)가

주된 원인으로 밝혀졌다. 국제에너지기구(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에

따르면 전 세계 CO2 배출의 약 10%는 건물에서 발생하며, 전력으로 인한 간접

배출량을 포함하면 30%의 비중1)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건물에서

의 에너지 소비 저감과 그에 따른 CO2 배출 감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

내의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2020년까지 국가 CO2 배출을 배출전망치(BAU)

30% 감축을 목표로 정하여2)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반 건물보다 약 4배 이상

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초고층 건물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많은 비판이 제

기되고 있다. 초고층 건물은 제한된 국토조건에서 도심지의 인구 과밀화 현상

을 해결함과 동시에 다양한 상업문화 공간의 창출을 통한 지역개발의 효과로

국가의 경쟁력과 이미지를 격상시키는 방안으로 급부상하였다. 하지만 과도한

에너지 소비와 그에 따른 CO2 배출량 문제가 제기되면서 초고층 건물의 지속가

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3)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했으며,

2008년 국제초고층도시건축연합(CTBUH)는 “Tall&Green: 지속가능한 도시의

미래를 위한 건축 유형”을 주제로 국제회의를 개최하여 초고층 건물의 에너지

소비 문제에 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동안 초고층 건물에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패시

1) IEA, 에너지기술 전망, 2010, pp.12

2)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2009.11.17

3) 1972년 UN 인간환경회의에서 최초로 등장하였다. 1987년 세계환경 및 개발위원회(WCED, 브

룬틀란드 위원회)의 ‘Our Common Future’ 보고서에서“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

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라 정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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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 계획적으로는 외피 단열 강화, 일사유입 조절, 자연환기 도입 기법을 적용

하였고 액티브 계획적으로는 에너지 절약적인 공조방식을 비롯한 고효율 기기

등의 기술을 적용하였지만 최근 이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CO2 배출과 화석연

료 고갈에 따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자원의 적용이

증가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에너지의 외부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자원이자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의 기술

로 활용될 수 있는 에너지원이다.

그중에서도 풍력 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 중 전력발전 용량의 비중이 가장

클 뿐만 아니라 비교적 단기간 내에 시장 확대의 가능성이 높은 에너지원으로

평가 받고 있다.4) 또한 초고층 건물의 특성상 건물의 높이에 따른 풍속의 증

가로 고밀도의 풍력에너지 자원을 활용하여 건물에서의 에너지 소비를 저감할

수 있기 때문에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초고층 건물에서 전력 에너지 감소시키

기 위한 방안으로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꾸준히 이루어지

고 있다. 국내 역시 초고층 건물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초고층 건

물에서의 에너지 소비를 절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풍력에너지와 태양에너지와

같은 신·재생에너지 적용을 사회 전반에 걸쳐 지원하고 있지만 아직은 기준 정

립과 보급화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 초고층 건물에서 소형풍력발전시

스템을 적용하는 기술은 아직 시작단계로 실증적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초고층 건물의 소형풍력발전시스템 적용방안을 제시

함으로써 건물에서의 에너지 절약 기술력을 확보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 초고층 건물을 비롯한 고층 건물에 적용된 소형풍력발전시

스템의 사례분석을 실시하여 최적의 적용 방안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고

려 요소를 도출함으로써 최적 적용 프로세스를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초고층 건물의 에너지 저감 기술력 확보를 위한 기초자료 및 초고층 건물 이외의

일반 건물에서 풍력발전시스템 적용 방안과 관련된 연구의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4) 최동순, 미국의 신재생에너지 시장 잠재력 점검, LG Business Insight, 2009, p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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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초고층 건물과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의 기초조사를 통해 현재의 기술

수준을 파악하고 초고층 건물을 비롯한 고층 건물에서의 풍력발전시스템 적용 방

안별 사례조사를 실시하여 적용 방법 및 절차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를 토대로 초

고층 건물에서의 소형풍력발전시스템 적용을 위한 필수 고려요소를 도출하여 이

를 바탕으로 초고층 건물에서의 소형풍력발전시스템 적용 프로세스를 제안하였으

며, 실제 초고층 건물을 선정하여 사례 분석을 통해 적용 프로세스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 및 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초고층 건물의 소형풍력발전시스템 적용을 위한 이론적 고찰

초고층 건물에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한 기초 조사로써 초고층 건

물의 개념과 국내·외 현황을 파악하고 초고층 건물에서의 에너지 소비 문제를 고

찰한 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을 선정하여 그 특성과

적용 현황을 조사한다.

(2) 건물에서의 풍력발전시스템 적용사례 분석 및 고려요소 도출

초고층 건물에서의 소형풍력발전시스템 적용을 위한 고려요소를 도출하기 위해서

초고층 건물을 비롯한 고층 건물에서의 풍력발전시스템 적용 방안별 사례를 조사한

뒤, 적용 방안과 절차를 비롯한 풍력발전시스템 선정 및 설치 고려요소 를 분석하여

가장 적합한 적용 방안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고려요소를 도출하였다.

(3) 초고층 건물의 소형풍력발전시스템 적용을 위한 적용 프로세스 제안

앞서 도출한 고려요소를 바탕으로 초고층 건물에서의 소형풍력발전시스템 적용 프

로세스를 제안하였다. 프로세스는 적용 가능성 평가, 적용 계획, 적용 방안 평가까지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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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초고층 건물의 소형풍력발전시스템 적용 프로세스 검증

국내 초고층 건물을 선정하여 사례 분석을 통해 초고층 건물에서의 소형풍

력발전시스템 적용 프로세스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서 론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초고층 건물에서의 소형풍력발전시스템 적용을 위한 기초조사

초고층 건물의 이론적 고찰 소형풍력발전시스템 이론적 고찰

• 초고층 건물의 개요

• 초고층 건물의 국내외 현황

• 초고층건물의환경및에너지소비특성

•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의 개요

•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의 현황 및 전망

• 소형풍력발전시스템 인증시스템


건물에서의 풍력발전시스템 사례분석을 통한 고려요소 도출 및

적용 프로세스 제시

적용 방안별 사례조사 분석 고려요소 도출

• 적용 방법에 따른 사례조사

• 사례 분석을 통한 최적 적용

방안 도출

• 대상 지역의 고려요소

• 대상 건물의 고려요소

•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의 고려요소

초고층 건물의 소형풍력발전시스템 적용 프로세스 제안


초고층 건물의 소형풍력발전시스템 적용 프로세스 검증

• 대상 건물 선정 및 대상 지역 기후분석을 통한 적용 가능성 검토

• 대상 건물에서의 소형풍력발전시스템 적용 설계 목표를 통한 설치위치 및 배치계획

• 대상 건물에 적용된 소형풍력발전시스템 적용 방안 평가


결 론

(그림 1.1) 연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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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초고층 건물의 소형풍력발전 시스템

적용을 위한 기초 조사

초고층 건물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건물 자체가 지닌

자연적 조건을 이용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원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국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 규정에 의하면

신재생에너지(New Renewable Energy)는“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

하거나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 정의하고 아래 <표 2.1>과 같이 크게 신에너지

와 재생에너지로 구분되어 총 11개 분야가 있다. 그중에서 풍력에너지의 경

우 건물과 일체화하거나 소형화된 시스템을 건축물에 적용함으로써 생산된

에너지를 건물의 전력으로 담당할 수 있다.

범 주 에너지원

재생에너지

(8개 분야)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 풍력, 수력, 해양, 폐기물, 지열

신에너지

(3개 분야)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 , 수소에너지

<표 2.1> 신재생에너지의 분류

따라서 본 장에서는 문헌조사를 통해서 초고층 건물의 정의 및 현황과 에

너지 소비 특성 문제점에 대해서 고찰한 뒤,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의 전체적인

개요 및 현황을 조사하여 초고층 건물에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을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수행하였다.



- 6 -

2.1 초고층 건물의 이론적 고찰

2.1.1 초고층 건물의 개요

(1) 초고층 건물의 정의

과거 건축분야에서 초고층 건물은 국가와 도시의 환경 그리고 학자 개인의

가치관에 따르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뚜렷한 정의가 없었다. 하지만 최근 도

시의 확장과 도심지역의 고밀화(高密化)로 토지 효율의 극대화를 위해 초고

층 건물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일반 중⋅저층 건물과는 달리 특수성과

차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공방식과 안전에 관한 별도의 법적 기준 마

련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초고층 건물의 기준과 정

의가 정립되어야 했다.

1969년에 설립된 국제초고층도시건축연합(CTBUH: Council on Tall Buildings

and Urban Habitat)에서는 초고층 건물의 기준과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단

순히 건물의 층수와 높이와 같은 일률적인 기준을 가지고 초고층 건물의 정의

를 내릴 수 없다고 언급하면서 다음 <표 2.2>과 같이 초고층 건물의 사회적·

환경적 기준과 물리적 기준을 동시에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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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5)
⋅높이가 200m이거나 층수가 50층 이상인 건축물

⋅세장비가 5 이상인 건축물

⋅횡압력 저항 시스템6)의 유무의 판단에 의한 건축물

<표 2.2> 초고층 건물의 기준

5) 건설교통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공편], 초고층 건축물 건설기술 연구단 최종 보고서 부록, 

2; 초고층 건축물 건설기술 지침, 대한건축학회, 2008, pp.5 

6) 구조엔지니어인 Mark Fintel은 구조적인 의미에서 초고층 건물을 "횡하중에 저항하기 위해 특별

한 구조형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는 건물" 이라고 정의한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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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회·환경적 기준은 (그림 2.1)과 같이 주위 지역 및 환경에 영향을

주는 건물 높이를 비롯한 비율과 함께 일반 건축물과는 다른 디자인과 시공

및 유지관리에서 특별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건축물로 제시하였다. 그 중에

서도 주로 디자인과 용도적인 부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고층성

(Tallness)과 사회·문화적인 건축적 복합성을 중요시하고 있다.

최근 2011년까지 국제초고층도시건축연합(CTBUH)에서 제시하고 있는 물리

적인 기준인 200m 이상의 초고층 건물 계획이 증가하고 있어 300m 이상의

초고층 건물에 대해서는 극 초고층 건물(Supertall Building)로 분류하여 정의

내리고 있다.

(그림 2.1) 고층 건물의 사회·환경적 기준

국내에서는 초고층 건물을 건축법시행령 제2조 15호에 따라 “초고층 건축

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 제정한 서울특별시 초고층 건축물 가이드라인

제1조에서는 “「서울시 건축조례」제6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건축위원

회 심의를 받는 50층 이상 또는 높이(옥탑·장식탑 등 포함)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이하 “초고층 건축물”이라 함)에 한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다.

2.1.2 초고층 건물의 국내외 현황

산업혁명 이후 급속하게 이루어진 도시화는 도시의 인구를 증가시키는 동

시에 인구가 도시로 집중되는 도심이동 현상이 초래되었으며, 집중된 인구를

한정된 토지 내에서 수용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사회문제 중 하나였다. 이렇

게 도시의 한정된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고층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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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지난 20세기동안 세계 도시의 급속한 경제 성장과 건축기술의 발전으로 인

해 현재 세계 주요 도시에서는 100층 이상 규모의 초고층 건물이 그 위용을

과시하고 있다. 또한 세계의 경제가 상향 평준화되어감에 따라 각 국가에서

는 경제적인 성장을 드러내는데 초고층 건물을 이용하려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초고층 건물이 국가의 랜드마크로서 상징성을 가짐과 동시에 우

수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는 데에 기인하고 있으며, 건물 자체뿐만 아니라

건물에 도입되는 자재, 건설기술 향상 등의 그 파급효과 역시 무시할 수 없

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공개 공지의 증대, 녹지면적 증가(그림 2.2)

에 따른 환경적 영향에 따른 도시의 이미지 제고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기에

현재 세계적으로 초고층 건물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림 2.2) 고층화를 통한 녹지공간의 확보

(1) 국외 초고층 건물 현황

1900년대 초반 미국 뉴욕의 높이 241.4m의 Woolworth Building과 1930년

대 높이448m의 Empire State Building을 필두로 90년대 까지 미국을 중심으

로 초고층 건물 시장이 형성되었지만 최근 아시아의 중국을 비롯한 중동의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가 초고층 건물 사업에 합류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초

고층 건물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림 2.3)는 1930년부터 2010년까지 세계

100대 초고층 건물의 평균 높이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2010년에는 평균 높이가 349m로 2000년 대비 22%가 증가하였다. 최근 초고

층 건물 시공 및 계획이 활발하기 때문에 초고층 건물의 평균 높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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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연도별에 따른 세계 100대 초고층 건물의 평균 높이 변화

현재 국외 주요 초고층 건물 현황과 계획안은 (그림 2.4)과 같다. 최근 완

공된 초고층 건물들은 대부분 높이가 300m 넘는 극 초고층 건물(Supertall

Building)들로 현재까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초고층 건물은 2010년 완공된 아

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 있는 높이 828m의 Burj Khalifa이며, 다음으로 2004

년 완공된 높이 508m 타이완 타이페이의 Taipei 101와 상하이에 위치한 높

이 492m의 Shanghai World Financial Center가 그 뒤를 잇고 있다. 현재까지

초고층 건물은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가장 빨리 확산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초고층 건물 시공 및 계획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계획 중에 있는 초고층 건물로는 일시적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지만

최소 높이가 약 1,000m인 사우디아라비아 남서부에 위치한 제다의 Kingdom

Tower로 건물이 완공될 경우 지구 역사상 최대 높이의 건물이 세워질 것이

며, 이를 시점으로 초고층 건물에 대한 개념이 다시 재정립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높이 534m의 Hyundai Global Business Center가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국가 경쟁력이 높은 일본의 경우 1993년

에 완공된 높이 296m 요코하마의 Landmark Tower 이후 초고층 건물 시장

에서 별다른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지만 현재 6개의 초고층 건물이 시공 중에

있어 앞으로 활발한 활동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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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국외 주요 초고층 건물 현황

다음으로 2011년까지 완공 계획에 있는 전 세계 초고층 건물을 대상으로

지역, 용도, 구조 재료에 따른 현황을 (그림 2.5)과 같이 분석하였다. 우선 지

역에 따른 현황 조사결과, 아시아가 4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

며 북미가 27%, 중동 21%, 유럽 4% 순으로 나타났다. 아시아 초고층 건물

시장의 중심에 있는 중국은 1980년대 개혁개방 이후, 급속한 경제 발전과 산

업화로 인해 인구가 급격이 증가하면서 도시의 인구밀도 집중화를 해결을 위

해 토지 효율의 극대화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으며, 국가 경쟁력을 비롯한 이

미지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초고층 건물 산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든 것으로

판단된다.

구조재 현황 결과는 콘크리트가 4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과거에는 철골재료가 주를 이루었지만 최근 고강도 콘크리트의 기술 개

발로 인해 구조재료가 철골에서 콘크리트로 변화하는 추세인 것으로 판단된

다.

용도 현황 결과로는 오피스용도가 55%을 차지하고 복합용도28%, 주거용도

12%, 호텔이 5%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오피스용도의 비중이 크지만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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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하나의 초고층 건물 안에 오피스, 주거건물, 호텔 등으로 구성된 복합용도

역시 증가하고 있다.

(그림 2.5) 지역, 용도, 구조재료에 따른 초고층 건물 현황

(2) 국내 초고층 건물 현황

국내의 1985년 서울 여의도에 완공된 KLI 63 빌딩 이 국내 초고층 건물의

시초였다. 다음으로 1988년 삼성동 Trade Tower가 들어서면서 지난 26년간

초고층 건물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그 결과 최근 CTBUH에서 발표

한 150m 이상의 고층 건물을 가진 도시 5위에 속하였고 2011년 국제초고층도

시건축연합(CTBUH) 도시 Top 10에 포함 되었다. 이는 단순히 국내 경제성장

뿐만 아니라 국내 건설기술력이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지니고 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국내에서 완공된 초고층 건물 중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그림2.6)과 같

이 인천에 위치한 높이 305m의 North Asia Trade Tower로 국내에서는 유일

하게 세계에서 가장 높은 초고층 건물 100위 중 47위로 등록되어 있다. 그

다음으로는 부산에 위치한 Haeundae I Park1,2와 WBC The Palace 1,2가 그

뒤를 있고 있다. 계획 중에 있는 초고층 건물은 높이 640m의 Seoul Light

DMC Tower와 Hyundai Global Business Center, 부산의 높이 534m World

Business Center Solomon Tower, 260m의 Posco The # Unique Towr가 있

다. 현재 2011년까지 국내 10대 초고층 건물의 평균 높이는 258m로 나타났으

며, 앞으로 평균 높이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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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국내 주요 초고층 건물 및 계획안

다음으로 2011년 기준으로 국내 주요 도시별로 완공되었거나, 시공 중 또

는 계획 중에 있는 초고층 건물 현황은 (그림 2.7)과 같다. 이미 완공된 건물

은 총 28개, 시공 중인 건물은 총 16개, 마지막으로 계획 중인 건물은 총 7개

로 파악되었으며, 대부분의 초고층 건물은 정치·경제·교통·문화의 중심지인

서울에 밀집되어 있고 부산과 인천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부산은 해운대를

중심으로 초고층 주상 복합건물들이 밀집해 있는데 이는 해운대가 갖는 높은

시장성과 바다를 바라 볼 수 있는 조망권이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된다. 인

천의 경우 송도지역이 2003년 경제자유구역7)으로 지정되면서 동북아 물류허

브와 국제도시로서의 도시 이미지를 구현하기 위해서 초고층 건물을 적극적

으로 계획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7) 경제자유구역이란,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증대되고 있는 기업의 국제경영활동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특별 경제구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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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국내 주요 도시의 초고층 건물 계획 현황

2.1.3 초고층 건물의 환경 및 에너지 소비 특성

(1) 초고층 건물의 특성

초고층 건물의 수직적 높이는 <표 2.3>와 같이 건축 및 환경적으로 건물에

영향을 미쳐 일반 건물과는 다른 특성을 가진다.8) 건축적으로는 건물의 수직

적 높이가 증가함에 따라 건물 자중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커튼월 구조를 많

이 사용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입면의 창면적이 증가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디자인 성향의 외피를 추구한다. 환경적으로는 건물의 수직적 높이 때문에

주변 장애물이 없어 건물 외피에서 받는 일사량이 증가하게 되며 바람, 지진

등의 횡하중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건물

의 실내를 밀폐된 구조로 계획하여 실내에서의 자연환기가 불가능하게 되어

거주자의 쾌적성에 영향을 미친다.

8) 정차수, 초고층 건물의 친환경 계획을 위한 고려사항, 대한건축학회지 제53권 제8호, 2007.6, 

pp.5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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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내용

건축분야

⋅창면적비 증가로 인한 디자인 중심 외피 선호

⋅구조적 하중 증가(바람, 지진)로 인한 밀폐구조

⋅고강도 콘크리트 및 고강도 강재 사용

환경분야

⋅높이 증가에 따른 풍속 증가로 인한 외피 열손실

⋅외피 일사량 증가로 인한 실내 온도 증가

⋅주변 건물로 인한 재복사량 증가

⋅밀폐된 구조로 인한 자연환기 불가능

<표 2.3> 초고층 건물의 특성

(2) 초고층 건물의 에너지 소비 특성

앞서 언급한 초고층 건물의 특성은 건물의 에너지 소비에 직접적으로 영향

을 미친다. 건물의 수직적 높이가 증가함에 창면적비가 증가하게 되어 건물

외피를 통한 일사량이 비례적으로 증가하고 그 결과, 여름철 건물의 실내온

도가 높아지게 된다. 또한 건물 높이가 증가함에 따라 풍속이 비례적으로 증

가하여 건물 외피의 열손실을 초래하게 되어 건물의 냉·난방시스템이 과도하

게 사용하여 결과적으로 일반 건물보다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된다.

(그림 2.8)은 캐나다 주거 건물에 따른 연간 에너지 소비량을 나타내고 있

다. 초고층 주거건물의 연간 에너지 소비량은 약 215kW/㎡로 일반 건물에

비해 최대 4배 많은 에너지 소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고층

주거건물의 경우 일반 건물에 비해 엘리베이터를 비롯한 주차장과 복도 등

의, 외부조명에 따른 전력 에너지 수요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9)

9) HOME TO CANADIANS, HEALTHY HIGH-RISE_A Guide to Innovation in the Design and 

Construction of High-Rise Residential Buildings, 1996, pp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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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캐나다 주거건물의 연간 에너지 소비량

(그림 2.9)는 초고층 공도주택을 포함한 서울 공동주택 30단지를 대상으로

최근 3년 동안 국내 공동주택의 연간 가구당 CO₂배출량을 나타낸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초고층 공동주택의 CO₂배출량은 일반 저층(2.95ton)과 중층

건물(4.78ton)에 비하여 높은 8.19ton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전기 에너지 소비

부분의 경우 엘리베이터나 공동시설 등에 쓰이는 공동사용량 비율에서 초고

층 탑상형 아파트가 38.9%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의 주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엘리베이터 및 복도 조명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전력 에너지 소비의 부담이며, 두 번째는 탑상형 구조에 의하

여 실내에서 자연환기가 불가능하게 되어 냉⋅난방과 환기를 위해 설치되는

인공장치의 사용률이 일반 아파트 보다 많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로는 초고층 건물에 주로 적용되는 커튼월 구조로 인한 과도한 냉방전력 사

용으로 보고 있다. 실제 17개 초고층 공동주택 중 위의 세 가지 원인 중 탑

상형과 커튼월 구조 조건에 해당하는 단지는 13개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건

물 구조는 건물 내부의 여름철 실내온도가 높아 일반 아파트보다 냉방전력

사용량이 최대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10)

10) 조선일보, 서울 최신건물 예외 없이 ‘에너지 먹는 유리城’, 201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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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초고층 공동주택의 가구당 연간 CO₂배출량

(2007년 기준)

다음으로 지식경제부에서 발표한 2008년 에너지 총 조사 보고서 따르면

2007년도 대형건물에서 소비한 총에너지는 1,821.6천 TOE이며, 에너지원별

소비 구성비는 (그림 2.10)과 같이 전력이 48%(875,099 TOE)로 가장 많은 비

중을 차지하였고 2004년에 비해 1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력

소비가 크게 증가하는 원인은 쾌적한 건물환경 조성을 위한 냉·난방 및 조명

서비스 증대, 심야전력 수요 증가 및 정보화 추진에 따른 통신 및 전산설비

의 증설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대형건물에 속하는 초고층

건물에서의 에너지 소비에서 전력 에너지 소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10) 국내 대형건물의

에너지소비구조(2007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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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초고층 건물의 지속가능성

초고층 건물의 수요가 증가할수록 건설 산업의 신성장동력(新成長動力)으

로 주목받아온 반면 최근에는 친환경성과 에너지 다소비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제초고층도시건축

연합(CTBUH)에서는 초고층 건물의 발전과 도시 환경의 질 향상을 위하여 <표

2.4>와 같이 지속가능성의 평가기준11)을 달성한 초고층 건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시상을 함으로써 친환경 초고층 건물의 실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환경 측면

⋅적절한 부지 활용

⋅건축 재료의 혁신적 이용

⋅에너지 절감, 대체에너지 사용

⋅수자원 소비 및 공해배출 감소 등을 통한 자연환경에 대한

영향 최소화

인간 측면 거주자 및 그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

공동체 측면 위치한 지역 사회의 현재와 미래 필요와의 관련성 증명

경제적 측면 입주자, 소유주, 지역사회에 경제적 활력을 더해주는 건물

<표 2.4> CTBUH 지속가능성 평가기준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최근 계획 중인 초고층 건물의 대부분은 설계 및 계

획단계를 비롯한 시공, 유지 및 관리에 이르기 까지 전 과정에서 친환경적

기술을 도입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초고층 건물 자체가 지닌 환경적 특성

을 활용 할 수 있는 태양 에너지와 풍력 에너지 같은 신재생에너지 기술 적

용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이미 완공된 초고층 건물들은 레트로피트(Retrofit)

를 통해 건물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LEED12)와 같은 친환경 건물 인증제도를 획득하기 위한 노력도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친환경 초고층 건물의 대표적인 건물은 (그림 2.11)와 같이 뉴욕 맨하탄에

위치한 높이 247m인 Conde Nast Building이다. 이 건물은 1999년에 완공된

미국 최초의 친환경 건물로써 LEED 1.0 기준에 맞추어 계획, 시공, 관리와

11) 구정은,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해외 초고층 건설사례, 건설경제 통권 55권, 2008, pp.74

12) LEED(the 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는 건물의 지속가능성 목표를 

만족시키고 건물 성능을 평가하는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미국 그린빌딩 협의회(USGBC)에 의해 

만들어진 객관적인 친환경 건축 인증 프로그램으로 현재까지 LEED 2009 Ver 3.0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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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방식까지 모든 과정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친환경 건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고「Conde Nast Building 입주자 환경 관리 지침서」를 공동으

로 제작하였다. 또한 1931년에 완공된 높이 443.2m인 초고층 건물 Empire

State Building 역시 2013년까지 건물 에너지 소비의 38% 감축과 LEED

Gold 등급 취득을 목표로 현재 대대적인 내부 수리 작업에 들어갔으며, 건물

에 적용되는 대표적인 친환경 기술은 고효율 변풍량 공조기, 기존 외장유리

에 특수 코팅 필름과 가스 주입을 통해 건물의 단열성능 강화, 조명 부하를

최소화하기 위한 각종 센서 및 제어장치로써 총 8개의 기술이 적용 될 계획

이다.

(그림 2.11) 친환경 기술을 도입한 초고층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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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의 이론적 고찰

2.2.1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의 개요

(1)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의 정의

풍력발전시스템(Wind Turbine System)은 바람의 운동에너지를 전기 에너

지로 변화하는 에너지 변환기술이다. 즉, 공기가 익형 위를 지날 때 양력과

항력이 발생되는 공기역학적(Aerodynamic) 특성을 이용하여 회전자(Rotor)를

회전시켜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시키고, 이 기계적 에너지로 전기를 얻는 기

술이다.13) 과거 풍력발전시스템은 대규모 풍력발전 단지를 중심으로 적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소규모 건물과 도심지의 고층건물에서 전력 에너지를 효율

적으로 절약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력을 소비하는 곳에서 직접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분산형 재생에너지발전(RDEG: Renewable Distributed Energy Generation)인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의 적용이 증가하고 있다.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의 규정 및 정의에 대해서는 <표 2.5>와 같이 각기 국가

나 기관에 따라 기준이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시스템 용량이 100kW 이하이거

나 블레이드 회전면적(Swept Area)이 200㎡ 이하인 경우 소형풍력발전시스

템으로 분류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설비심사세부기준에서 소

형풍력발전 시스템의 범위를 블레이드 회전 면적 200㎡미만(정격 출력으로는

30kW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13)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 백서 2010, pp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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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용량 블레이드 회전면적

AWEA

(American Wind Energy Association)

100kW 이하

사무용(21~100kW)

주거용(1~10kW)

200㎡이하

BWE

(German Wind Energy Association)
100kW -

GWEC

(Global Wind Energy Council )
100kW 이하 -

IEC/TC 88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14.8kW 40㎡이상 200㎡이하

NREL

(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
100kW 이하 -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 센터 30kW 미만 200㎡ 미만

<표 2.5> 기관에 따른 소형풍력발전 시스템 기준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은 발전기 본체를 통해 생산된 전기가 충전 제어장치

(Charge Controller)를 거쳐 생산된 출력량에 따라서 축전지(Storage Battery)

에 저장되거나 인버터(Inverter)를 거쳐서 계통으로 보내지게 되며 그 구성은

(그림 2.12)14) 과 같다 .

(그림 2.12) 소형풍력발전시스템 구성

14) Sustainability Victoria, Victorian Consumer Guide to Small Wind Turbine Generation, 

2010.06, p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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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풍력발전시스템 특성

바람에 의한 공기동력은 공기밀도(Air Density), 로터 회전면적(Swept area

of Blades) 및 공기의 유입속도(Velocity of the Wind)로 결정이 되고 계산식

은 (식 2.1)15)과 같다. 바람에 의한 공기동력은 공기밀도, 로터 회전면적, 풍

속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이때 공기밀도는 대기 단위 부피당 질량으로 온도

와 고도에 따라 그 값이 변화한다. 더운 공기는 찬 공기보다 밀도가 낮기 때

문에 동일한 풍속에서라면 한겨울보다 한여름의 더위 속에서 풍력 발전기의

동력 생산량이 더 적다. 그러나 풍력 동력에 있어서 온도나 고도의 변화에

따른 효과는, 특히 소형 풍력터빈에 있어서는 풍속의 변화에 의한 것보다 적

다고 볼 수 있다.

바람에 의한 공기 동력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이 풍속인데 풍속은 식

에서와 같이 세제곱에 따라 변화를 한다. 가령 풍속이 두 배가 되면 가용한

동력은 여덟 배가 되듯이 풍속의 작은 증가만으로 바람의 동력을 실질적으로

증폭시킨다. 따라서 풍력발전시스템을 설치할 때 풍속이 최적인 곳에 설치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식 2.1)

 : 바람에 의한 공기동력(Power in the Wind)

 : 공기밀도 ()

 : 로터 회전면적 ()

 : 풍속 ()

(3) 풍력발전시스템의 분류

풍력발전 시스템을 분류하는 방법은 많지만 일반적으로 회전축 방향과 공

기역학적(Aerodynamic) 특성을 고려한 공력이용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회

전축 방향에 따른 풍력발전시스템은 회전축과 불어오는 바람의 각도를 기준

15) A G Duttom, J A Halliday, M J Blanch, The Feasibility of Building/Integrated Wind 

Turbines : Achieving their potential for carbon emission reduction,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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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분류하여 수평축 풍력발전 시스템(HAWT, Horizontal Axis Wind

Turbine)과 수직축 풍력발전 시스템(VAWT, Vertical Axis Wind Turbine)로

나눌 수 있으며, 각 시스템의 개요는<표 2.6>과 같다. 두 시스템을 초고층 건

물에 적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교하였을 경우, 중⋅대형 발전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수평축 풍력발전시스템보다 소형 발전용으로 사용되는 수직축 풍력

발전시스템이 하중 및 진동, 기계적 소음 문제가 덜하고 설치 후 유지 보수

가 용이하므로 초고층 건물뿐만 아니라 일반 건물에 적용하기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분류 시스템 개요

수평축

풍력발전시스템

HAWT

⋅회전축이 바람의 방향에 대해 수평인 시스템

⋅대표적인 시스템은 프로펠라형이 있음

⋅구조가 간단하고 설치가 용이하며 효율이 높음

⋅별도의 요잉(Yawing)제어장치가 필요함

⋅기계적 소음과 진동이 심함

수직축

풍력발전시스템

VAWT

⋅회전축이 바람의 방향에 대해 수직인 시스템

⋅대표적인 시스템은 다리우스형과

사보니우스형이 있음

⋅바람의 방향과 무관하게 운전가증

⋅별도의 제어장치가 필요 없음

⋅수평축에 비해 효율이 낮음

<표 2.6> 회전축 방향에 따른 풍력발전시스템의 분류

공력이용 방식에 따른 풍력발전시스템은 (그림 2.13)과 같이 양력(Lift)형과

항력(Drag)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풍력발전시스템의 블레이드는 일반적으로

유선형으로 상부와 하부의 형상이 다르기 때문에 공기흐름이 상부와 하부로

분리되어 흐르며, 베르누이 법칙(Bernoulli's theorem)에 따라서 두 부분의 유

속 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부에서는 부압(Negative Pressure), 하부에서는 정

압(Positive Pressure)이 형성된다. 부압과 정압 모두 블레이드에 수직 방향으

로 힘을 받는 양력(Lift)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회전운동이 유도되어 블레이

드가 작동하게 되는데 이를 양력(Lift)형 풍력발전시스템이라 한다. 이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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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공기의 저항이 양력과 직각방향으로 작용하여 날개의 회전을 방해하는 힘

을 회전력으로 변환하여 블레이드를 작동 시키는 것이 항력(Drag)형 풍력발

전시스템이다. 양력형과 항력형 풍력발전시스템의 개요는 <표 2.7>과 같다.

(그림 2.13) 풍력발전시스템의원리

분류 시스템 개요

양력형(Lift Type)

풍력발전시스템

⋅블레이드 형태가 비행기 날개와 동일한 구조

⋅항력형에 비해 에너지 효율이 높음

⋅대표적인 시스템은 수직형의 다리우스형이 있음

항력형(Drag Type)

풍력발전시스템

⋅낮은 풍속에서도 가동할 수 있음

⋅소음이 적고 구조적으로 안정적임

⋅회전자 형상이 단순함

⋅양력형에 비해 에너지 효율이 낮음

⋅대표적인 시스템은 수직형의 사보니우스형이 있음

<표 2.7> 공력이용 방식에 따른 풍력발전시스템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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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소형풍력발전 시스템 시장 현황 및 전망

(1) 세계 소형풍력발전시스템 현황 및 전망

2010년 전 세계적으로 소형풍력발전(100kW 이하) 시장은 26% 성장하였으

며, 미국 자체에서만 1억3천9백만 달러의 판매액을 달성하였다. 미국풍력에너

지협회(AWEA; American Wind Energy Association)에 따르면 소형풍력발전

시장은 미국을 중심으로 영국, 독일, 캐나다 등의 국가들이 주도적으로 활동

하고 있으며, 그 외 25개국들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 그리드

전문 컨설팅 회사인 Pike Research에 따르면 2013년 소형풍력 발전용량은

115MW으로 매출액은 4억12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최근 도심지에서의 소형풍력발전시스템 적용 기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각 나라 정부의 적극적인 세금 혜택으로 2015년 전 세계 소형풍력시스

템 시장 규모는 2010년 보다 2배 이상 성장하여 매출액은 6억 34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소형풍력발전 시장이 가장 활발한 미국의 경우 2010년 25MW의 소형풍력

발전시스템이 설치되어 전년 대비 26% 성장을 보였으며, (그림 2.14)와 같이

누적설치용량은 179MW로 약 144,000개의 시스템이 설치되었다. 미국 소형풍

력발전 시장의 성장으로 인해 기술력 또한 경쟁력을 가지게 되었고 그 결과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의 용량 크기 역시 다양하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2008년

부터 1~10kW와 11~100kW 크기의 용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또한 미국에

서는 최근 도심지의 건물 옥상에 설치하는 Roof-top(Urban turbine)16)개념의

소형풍력발전시스템 설치 용량이 2010년 기준 1,700kW 이상으로 미국 소형

풍력발전 시장 7%을 차지하였으며, 이는 2009년 대비 430%의 성장을 하였고

현재 미국 내에서 1,074개의 Roof-top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이 설치되었다.

16) AWEA, 2011 AWEA Small Wind Global Market Study, 2011, pp.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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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미국 소형풍력발전시스템 시장

영국재생에너지협회 통계결과에 따르면 2005년에서 2009년까지 소형풍력터빈

의 전력량이 계속 늘어나 2009년 35.8GWh에 도달하였으며, 시장진입 장벽이

합리적으로 해결된다면 2020년까지 연간 전력량은 1700GWh에 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2010년 소형풍력발전시스템 발전용량이

14.23MWh로 전년 대비 65%의 성장세를 보였으며,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누

적 설치용량은 42.97MWh, 2020년까지 1.3GW 상당의 초·소형풍력발전시스템이

설치될 계획으로 연간 1.7TWh가 발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표2.8>과 같이

건물일체형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은 2010년 6,608개가 설치되었으며, 독립형(Free

Standing) 소형풍력발전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17)

분류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Building Mounted 2 380 1,054 663 940 6,608

Free Standing 1,161 1,852 2,733 2,790 3,547 5,517

Total 1,163 2,232 3,787 3,453 4,487 12,125

<표 2.8> 영국 소형풍력발전시스템 설치현황 및 전망 (단위: Unit)

덴마크와 독일은 해상풍력을 비롯한 대형풍력 시장은 왕성하지만 소형풍력

의 경우 규제가 너무 엄격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장 규모가 작은 편으로

17) BWEA, “Small Wind Systems UK Market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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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경우 이미 소형풍력발전시스템 생산 및 공급업체가 존재하지만 인증

과 관련된 실질적인 규제가 없는 관계로 생산업체들이 부정확한 성능으로 제

품 홍보를 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하지만 앞으로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의 설치

조건을 명확하게 하고 객관적인 평가과정이 도입된다면 시장의 규모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 국가별 정책 현황

각 국가별 정책 현황은 <표 2.9>와 같다. 미국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차원에서

풍력발전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2008년 이후로 소

형풍력발전 설비에 세금을 30% 감면해주고 있다. 주정부 차원에서도 역시 신재생에

너지의무할당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도입으로 전력사업자들이

풍력에너지 등 일정 비율의 신재생에너지를 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소형풍

력발전설비에 대한 안전규정을 강화해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

다.

영국을 비롯한 덴마크, 독일의 경우 육상 및 해상 풍력발전시스템은 비용

삭감 측정기준에 의해 신재생에너지 전력거래 가격이 정부 기준 가격보다 낮

을 경우, 거래가격의 차액을 지원해주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 Feed in

Tariff)를 지원해 왔다. 프랑스에서는 최근 보급되기 시작한 가정용 소형풍력

발전시스템을 설치한 가정에 세금 면제 및 설비비를 보조하고 프랑스 전력공

사(EDF)에서는 잉여 전력을 구매해 주는 등 각종 인센티브 제공하고 있다.

일본의 풍력발전에너지 보급 및 확대를 위한 지원책으로 ‘보조금제도’와 ‘신

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도’가 있다. 소형발전시스템 시장은 ’08년에 금액기준으

로 16.8억엔과 전력용량 기준으로 1,146kW의 시장으로 형성하였다. 전력용량

별로 보면 1kW이상이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500W미만은 34%, 500W∼

1kW미만이 6%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의 높아짐에

따라 지방자치체 등을 중심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18)

중국은 ‘재생에너지법 제정’ 외에도 2007년 ‘재생에너지 중장기 발전계획’을

도입했다. 아울러 ‘중소형 풍력발전산업 육성계획’을 ‘국가신에너지발전계획’에

18) 해외주재사무소 정책보고서(풍력에너지 현황 분석), 2010, 일본주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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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정책현황

미국
⋅소형풍력발전 설비에 관한 세금 30% 감면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영국
⋅인센티브 제공

⋅발전차액지원제도(FIT, Feed in Tariff)

일본
⋅보조금제도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중국 ⋅풍력발전 도입 시 정부지원 비중 70%

<표 2.9> 국가별 소형풍력발전시스템 정책 현황

포함시킨 바 있다. 중국 정부는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서 풍력발전을

도입할 경우 정부지원 비중을 기존 50%에서 70%로 향상시켰다. 풍력발전시

장도 2006년 이후로 매년 2배씩 증가하고 있다.19)

(3) 국내 소형풍력발전시스템 현황

국내의 경우 과거에는 중대형 위주로 정책이 이루어졌으며,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은 단위 당 생산단가가 높고, 설치 시장이 좁기 때문에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국가에서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

해서 각종 보급 제도와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식경제부 주관으로

2020년까지 100만 그린홈 사업에서 주택 30,000호에 3kW 이하의 소형풍력발

전시스템을 보급하는 사업20)으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소형풍력발전시스템

설치비의 70%를 정부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내에서의 도시형 소형풍력발전 시

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상용화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설치비의 일정부분을 정부에서 무상 보조·지원하는 일반보조지급사업

도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풍력의 경우 소요시설비용의 50% 이내를 지원하

고 있지만 지원 조건이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하다.

또한 서울시에서 제정한 서울특별시 초고층 건축물 가이드라인의 14조에

따르면 건축물 총에너지 사용량의 3% 이상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

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생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초고층 건물에서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의 적용 가능성과 필요성

19) 和地 嘉夫, “日本小形風力發電協會(JSWTA)の活動”,「月刊-風力エネルギ(日本)」,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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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아지고 있어 초고층 건물에서 소형풍력발전시스템 적용에 따른 각종 인

센티브와 설치비 지원 등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2.2.3 풍력발전시스템 인증제도 개요

국내를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초고층 건물에서의 풍력발전시스템 적용에 관

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한 결과, 몇 년 사이에 국내 풍력시장은 급성장하였고

그와 동시에 풍력발전시스템의 기술성능과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기

준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따라서 2001년 풍력발전시스템 인증제도 기준을 규

정한 IEC WT 01을 시작으로 2009년 국내에서는 풍력발전시스템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설비 인증제도가 도입되었다.

(1) 풍력발전시스템의 국제 인증기준 IEC WT 01

국제전기표준회의인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는

1906년에 설립되어 전기전자와 관련된 모든 기술에 관한 국제기준을 제정하

는 조직이다.21) 풍력분야로는 1988년 풍력기술에 대한 국제기준을 준비하는

기술위원회인 IEC/TC88이 결성되어 풍력발전기의 안전, 로터 블레이드 시험,

출력곡선, 소음과 하중 측정 및 IEC 61400 시리즈를 기반으로 전력품질에 관

한 기술적 설계서와 기준들을 발표하고 풍력발전시스템의 인증절차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2001년 4월 풍력발전시스템 인증제도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한 IEC WT 01을 공표하였다. IEC WT 01은 풍력발전시스템의 인

증 및 적합성 평가, 절차정의, 문서조항 등 인증에 관한 모든 요구사항을 다

루며,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은 IEC 61400-2에서 규정하고 있다.

IEC WT 01에서는 “인증이란 제 3자가 제품, 공정 또는 서비스가 규정된 요

구사항에 따른 것임을 명기한 보증서를 발행하는 절차, 또는 적합성 평가”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풍력발전기 제조사(자)가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IEC WT 01

기준 및 요구사항에 따라 인증기관에서 수행하는 해당 절차를 통해 요구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또한 IEC WT 01에서는 인증범위를 크게 형식인증(Type

21) http://www.iec.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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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cate), 프로젝트인증(Project Certificate), 부품인증(Component Certificate)

으로 구분하였으며, 인증절차는 (그림 2.15)과 같이 일반적으로 형식인증을 취득

한 후 프로젝트인증 절차를 받는 순이며, 부품인증의 경우 별도로 분리되어 있

다. 또한 인증범위 중 하나를 선택하여 단독으로 인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일

반적으로 제조사(자)는 형식인증을 주로 선택한다.

(그림 2.15) IEC WT 01 인증절차

또한 각각의 인증범위들은 <표 2.10>과 같이 필수적으로 평가 받아야하는

필수요소와 선택여부가 가능한 선택요소로 분류되며, 각 요소들은 다시 평가

항목들로 구성된다. 형식인증은 가장 일반적인 인증형태로 풍력발전기가 설

계가정, 특정기준 및 타 기술요구사항을 준수하여 설계되었는지 검증하는 시

스템으로 총 4개의 필수요소와 2개의 선택요소로 구성된다. 프로젝트인증은

형식인증을 받은 풍력발전시스템에 한하여 기초설계가 설치 지역주변 및 외

부조건에 부합되어 설치되었는지 검증하는 것으로 인증기관은 설계서류에서

정의된 지역 적합성과 환경조건들을 평가한다. 2개의 필수요소와 2개의 선택

요소로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부품인증은 특정 기준 및 기술요구사항에 따라

설계된 블레이드 혹은 증속장치(gear box)와 같은 주요부품에 대해서 평가하

며, 형식인증과 같이 4개의 필수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별도의 선택요소는 없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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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범위 필수요소 선택요소

형식인증

Type Certification

⋅설계평가

⋅형식시험

⋅제작평가

⋅최종평가

⋅기초설계평가

⋅형식특성측정

프로젝트인증

Project Certification

⋅지역평가

⋅기초설계평가

⋅설치평가

⋅운영·유지 감독

부품인증

Component Certification
형식인증 항목과 동일 -

<표 2.10> IEC WT 01 인증범위 및 구성요소

(2) 국내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시스템

국내의 경우「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의 제13조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에 근거하여 인증기관22)을 통해 일정기준 이상의 신·

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하여 인증제도를 수행하고 있다. 인증분야는 풍력을 포

함한 태양열, 태양광, 지열, 연료전지, 기타(축전지, 모니터링설비 등)이 있다.

전체적인 인증절차는 (그림 2.16)과 같이 인증신청을 제출한 다음 우선적으로

인증기관인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공장확인을 통해 제조업체의 생산, 품질유

지, 사후관리능력 확인하여 시료를 채취하는 일반심사를 거쳐 분야별 성능검

사기관에서 실시하는 제품성능, 내구성 등의 설비심사를 통과할 경우 최종적

으로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발급 받는다. 인증유효기관은 3년을 원칙으

로 하며,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그림 2.16)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제도 절차

풍력분야의 설비심사는 <표 2.11>과 같이 풍력발전시스템의 기준인 IEC

22) 인증기관은 한국제품인정제도(KSA, Korea Accreditation System)에서 지정한 신·재생에너지

센터(KSA-P-009)으로 이곳에서 인증을 받을 경우 국외 인증기관에서 별도의 인증을 받을 필요

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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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00 시리즈와 IEC WT 01의 규격을 기반으로 크게 소형(용량 30kW 미만),

중대형(용량 30kW 이상), 소형 풍력발전용 인버터(정격출력 10kW 이하)로

분류하여 실시하고 있다.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의 설비세부심사기준은 총 14절

의 심사기준과 부록A~G까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대형풍력발전시스템은

IEC WT 01의 형식인증을 기반으로 총 4절의 심사기준과 부록1~2로 구성되

어 있다. 지금까지 인증현황(2011년 10월 기준)을 살펴보면 소형풍력발전시스

템은 총 4개 업체가 6개 제품에 대해서 인증을 취득하였으며, 중대형풍력발

전시스템의 경우 현재까지 인증을 받은 제품은 없었다.

분류 기관명

소형풍력발전시스템

(용량 30kW 미만)

에너지기술연구원

강원대학교

소형풍력발전용 인버터

(정격출력 10kW 이하)
산업기술시험원

중대형 풍력발전용 시스템

(용량 30kW 이상)

블레이드, 소음실험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출력 및 하중시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전력품질시험 한국전력 전력연구원

설계평가 (사)한국선급

<표 2.11> 국내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제도 풍력발전시스템 분류

(3) 국내외 풍력발전시스템 인증현황

해외의 풍력발전시스템 인증제도 현황은 <표 2.12>와 같이 풍력발전시스템

기술의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북유럽 국가인 독일, 덴마크를 비롯

한 네덜란드, 그리스, 스웨덴은 풍력발전시스템의 형식인증취득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어 인증제도가 활성화 된 것을 알 수 있다. 그중에서도 독일과

덴마크는 자국 내에 인증기관과 시험기관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반면 그리스

는 독자적인 인증기관은 없지만 자국 내 시험기관인 CRES(Centre for

Renewable Energy Sources and Saving)에서 국제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풍력발전시스템을 검토하고 있다. 스웨덴 역시 풍력발전소 형식 승인위

원회에서 인증을 진행하고 있다. 각 국가마다 인증규격의 기준에서 차이가

있지만 국제적 표준화를 위해 규격을 통일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영국은 풍력발전시스템 기술력과 영향력은 높은 반면 인증제도에는 그동안

별다른 두각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전 세계적으로 풍력설비 시장이



- 32 -

국가 인증제도 의무화 자국 내 인증기관 자국 내 시험기관

⋅독일

⋅덴마크
형식인증 취득의무화 있음 있음

⋅그리스

⋅스웨덴

⋅네덜란드

형식인증 취득 의무화 없음 있음

⋅스페인 없음 없음 있음

⋅미국

⋅한국
임의 있음 있음

⋅중국

⋅인도
인증 취득 의무화 있음 없음

<표 2.12> 국내외 풍력발전시스템 설비인증제도 현황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인증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법적으로 의무화를 긍정

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시아에서는 국내가 유일하게 일본을 비롯한 다른 국가보다 적극적으로

관련 제도들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으로 자국 내 인증기관과 시험기관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 인도와 중국의 경우 자국 내 인증기관은 있지만 시험기관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국내 풍력발전시스템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 현황

국내의 인증기관은 국제기준에 의거하여 제품인증기관을 평가 및 공인하는

한국제품인증제도(KSA, Korea Accreditation System)에서 지정하며 지정된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을 경우 외국의 인증기관에서 별도로 인증을 받을 필

요가 없다.23) 국내 인증기관인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는 인증업체의 신청을

비롯해서 공장확인을 통해 업체의 생산, 품질유지, 사후관리능력과 같은 일반

심사를 수행하고 인증서를 발급하는 역할을 한다. 국내의 풍력관련 시험기관

은 총 6개가 존재하며, 풍력발전시스템의 성능 및 내구성 등의 설비심사를

실시하다.

23) KSA가 2007년 국제인정기구협의체(IAF) 및 아시아태평양지역인정기구협의체(PAC)와 제품인

증 분야 상호인정협정(MLA)을 체결하였다.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과 관련한 인증기관은 신·재

생에너지센터(KSA-P-009)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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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소결

본 장에서는 초고층 건물에 소형풍력발전 시스템 적용을 위한 기초조사로써,

초고층 건물 개념 및 현황, 수직적 높이 특성에 따른 에너지 소비 문제와 함께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의 개요 및 구성, 현황, 인증제도를 분석하였다.

현재 한정된 국토의 효율적 활용과 국가의 경제 성장의 상징성 등의 이유로

초고층 건물의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중동과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역시 서울과 인천,

부산 등의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초고층 건물 계획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초고층 건물은 일반 건물보다 최대 3배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에너지 다

(多)소비형 건물로 초고층 건물이 지닌 수직적 높이로 인하여 건물 외피를 통한

일사량이 증가하여 실내 온도를 상승시키고 풍속 증가로 건물 외피의 열손실을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건물에서 냉·난방시스템이 과도하게 운영되어 에너지 측

면에서 불리하다. 또한 엘리베이터를 비롯한 주차장, 복도 등의 외부조명에 따

른 과도한 전력 사용량은 초고층 건물의 에너지 소비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초고층 건물의 에너지 소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환경 친화적인 신·재

생에너지 중에서 건물의 높이에 따른 풍속 증가로 인하여 고밀도의 풍력에너지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소형풍력발전시스템 적용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은 전력을 소비하는 곳에서 직접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분

산형 재생에너지발전으로 최근 미국과 영국 등 도심지의 건물 옥상에 Roof-top

개념으로 적용되어 건물의 전력 에너지를 일부 담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의 성능과 안전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인증제도로 제품

의 신뢰도 향상과 각 국가들의 지원정책으로 시장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초고층

건물이 증가하고 있는 국내 역시 전력 에너지 소비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의 적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초고층 건물의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으

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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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건물에서의 풍력발전시스템 적용사례 분석을 통

한고려요소도출및적용프로세스제시

3.1 건물에서의 풍력발전시스템 적용사례 조사

초고층 건물의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례

분석을 통하여 고려요소를 도출함으로써 초고층 건물에서 적용 가능한 범위

와 한계점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시스템의 적용 가능성은 풍력 자원에 대한

잠재성 판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건물의 기류와 형태에 따라서 적용 한

계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본 절에서는 초고 층 건

물의 소형풍력발전시스템 적용 프로세스를 제시하기 위해서 초고층 건물을

비롯한 고층 건물에서의 풍력발전시스템 적용사례를 크게 건물 일체형, 건물

의 상층부, 건물의 측면, 연돌효과를 활용한 사례로 분류하여 각 사례의 적용

절차를 비롯한 시스템 선정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분석 결

과를 바탕으로 초고층 건물에서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 고려되

어야 할 요소들을 도출하여 최종적으로 적용 프로세스를 제시하였다.

3.1.1 건물 일체형 풍력발전시스템 적용사례

건물 일체형의 경우 풍력발전시스템이 초고층 건물의 일부로 설치되어 건

물의 전력 에너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개념으로 최근 그 적용사례와 계획이

증가하고 있다. <표 3.1>은 건물 일체형 풍력발전시스템 적용 사례로 이 중

현재 완공된 Bahrain World Trade Center와 완공 예정인 Pearl River

Tower를 중심으로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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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건물 분류 세부내용

건물명 Bahrain World Trade Center

국가 Bahrain

준공연도/건물용도 2008년 / Office

높이(층) 240m(45층)

풍력발전시스템 HAWT 225kW 3대

건물명 Pearl River Tower

국가 China

준공연도/건물용도 2011년 / Office

높이(층) 310m(71층)

풍력발전시스템 VAWT 5kW 4대

건물명 DIFC Tower 1,2

국가 Arab Emirates

준공연도/건물용도 2015년 준공 / Office, Residential

높이(층) Tower1 100층, Tower2 75층(높이 미정)

풍력발전시스템 HAWT 225kW 3대

건물명 Strata SE1

국가 United Kingdom

준공연도/건물용도 2010년 / Residential

높이(층) 148m(43층)

풍력발전시스템 HAWT 19kW 3대

<표 3.1> 건물 일체형 풍력발전시스템 적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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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레인 세계 무역센터(Bahrain World Trade Center)

바레인 수도 마나마에 위치하고 2008년도에 완공된 바레인 세계 무역센터는

높이 240m, 45층 규모의 건물 두 동이 마주보고 있다. 건물의 주 용도는 업

무시설이지만 쇼핑몰과 레스토랑 등이 건물 저층부에 위치하고 있다. 이 건

물은 세계 최초로 초고층 건물과 풍력발전시스템을 일체화한 대표적인 사례

로서 두 건물 사이에 상층(160m), 중층(110m), 하층(60m)에 브리지(Bridge)24)

를 연결하여 3대의 풍력발전시스템을 설치하였으며, 이는 풍력발전시스템과

건설기술의 결합이라는 측면에서 큰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가) 기후 특성을 활용한 건물 형태

바레인 세계 무역센터에 풍력발전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서 디자인 팀은

우선적으로 건물이 위치한 지역의 기후 특성을 분석하였다. 건물이 위치한

도시 마나마 지역은 덥고 건조한 사막기후로 (그림 3.1)과 같이 낮에 강하게

내려쬐는 태양의 영향으로 가열된 육지의 공기가 상승함과 동시에 저기압이

형성된다. 이와 반대로 고기압이 형성된 바다의 공기가 육지로 불어오고 육

지의 공기는 바다로 불어 나가는 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에 하루의 60% 이상

이 바람이 부는 독특한 기후 특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이 지역은 연간 풍력

에너지의 70%가 페르시아 만(灣)이 위치한 북(W)쪽과 북서(NW)쪽에서 불어

오는 탁월한 주풍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계 계획단계에서 이를 고려하였

다.

기후 분석을 바탕으로 건물의 단면은 타원형으로 측면은 돛 모양의 형태로

설계함으로써 건물 정면에서 불어오는 북서풍(NW)이 두 건물 사이에 집중적으

로 함과 동시에 건물 뒤쪽에 부압(Negative Pressure)을 형성하여 압력차에 의

한 벤츄리 효과(Venturi Effect)를 발생시켜 풍속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얻도

록 하였다. 또한 공기역학적 측면에서는 상부로 올라갈수록 건물의 폭을 좁

게 하여 면적을 감소시킴으로써 높이에 따른 풍속의 차이를 감소시켜 상층,

중층, 하층에 설치된 세 개의 풍력발전시스템이 비슷한 전력량을 생산하는

효과를 얻도록 하였다.25)

24) 브리지(Bridge)란 두 건물 사이에 위치하며 풍력발전기가 설치되는 곳이다.  

25) Shaun Killa BAS, BArch, Harnessing Energy in Tall Buildings: Bahrain World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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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바레인 세계 무역센터 기후특성 및 건물형태

나) 풍동 실험 및 전산유체역학 시뮬레이션을 통한 풍환경 평가

앞서 분석한 기후 특성을 바탕으로 계획된 건물 형태를 풍동실험(Wind

Tunnel Testing)과 전산유체역학(CFD;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시뮬

레이션을 통해 건물 주위의 기류과 특성을 분석하여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고

풍력발전시스템의 최적의 설치 위치를 선정하였다.

우선 풍동실험에서는 20년간 대상 건물 지역의 기상자료를 토대로 199가지

의 예상 시나리오를 계획하고 최대 풍속을 71.1m/s로 설정하여 실험을 실시

하였다. 그 결과, 두 건물 사이에 바람이 집중적으로 모이면서 건물 사이를

통과한 후 풍속이 최대 20%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림 3.2)과

같이 건물 형태로 인해 건물 주위에 흐르는 바람들이 건물에 부딪혀 한곳으

로 모아져 S자 형태로 흘러나가는 효과를 확인 할 수 있다.

Center and Beyond, CTBUH 8th World Congress 2008, p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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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건물 사이의 기류 개념도 및

전산유체역학 시뮬레이션 결과

다음으로 (그림 3.3)은 건물 주위의 기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전산유체역학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바레인 세계 무역센

터의 경우 북서풍(NW)이 건물의 정면으로 불어올 경우 건물 사이에서 벤츄

리효과가 발생하여 풍속이 가속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풍력발전시스템

의 설치위치에서는 원방 접근 풍속보다 약 10% 가속되었다. 건물 뒤쪽으로

남풍(S)이 부는 경우에는 북서풍(NW)만큼은 아니더라도 풍속이 어느 정도

가속되었으며, 그 외에 남풍(S), 동풍(E), 서풍(W)의 경우에는 풍속이 가속되

는 형상은 나타나지 않았다.26) 결과적으로 바레인 세계 무역센터는 페르시아

만(灣)에서 불어오는 탁월한 주풍향과 함께 풍속을 가속화 시키는 건물의 형

태로 인해 풍력발전시스템을 설치하기에 최적의 풍환경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3.3) 바레인 세계 무역센터 전산유체역학 시뮬레이션 결과

26) 전완호 외, 풍력발전기가 설치된 고층빌딩에 대한 전산유체역학적 고찰, 한국환경과학회지 제

18권(제8호), 2009, pp.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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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건물에 적용된 풍력발전시스템 개요

바레인 세계 무역센터에 적용된 풍력발전시스템은 바람을 받는 면적을 최

대한 넓게 하여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대형 수평형시스템을 선정하였다. 시스

템은 크게 엔진(Nacelle), 회전날개(Rotor), 브리지(Bridge), 모니터링 및 안전

제어부(Control)로 구성되어 있다. 풍력발전시스템 세 대의 로터지름은 29m로

동일하며, 정격출력은 (그림 3.4)과 같이 15~20m/s에서 225kW이다. 이 제품

은 덴마크의 풍력발전기술개발 회사인 노우윈(Norwin)에서 제작하였고 독일

의 풍력발전시스템 인증기관인 GL에서 인증을 취득하였다.

(그림 3.4) 풍력발전시스템 출력곡선

풍력발전 시스템의 자세한 사항은 <표 3.2>와 같다. 세대의풍력발전시스템은

전체 건물에서 소비되는 에너지의 11~15%인 1,100~1,300MWh/year (건물 아래 설치된 순부터

Turbine #1-340~400MWh/year, Turbine #2- 360~430MWh/year, Turbine #3-400~470MWh/year)27)

의 전력 에너지를 생산하고 연간 55ton의 CO₂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풍력발전시스템의 총 투자비는 약 300만 달러, 연간 운영비는 35,000달러로 나타나 결

과적으로 연간 약 59,000달러를 절약할 수 있으며, 풍력발전시스템 한 대로 100가구

이상이 사용할 수 있다고 기초설계 단계에서 평가되었지만 정확한 자료는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은 실정이다.

27) RiICHARD F. SMITH, SHAUN KILLA, Bahrain World Trade Center(BWTC) :The First 

Large-Scale Integration of Wind Turbines in a Building,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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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세부내용

Nominal electrical power generated 225kW

Power regulation Stall

Rotor diameter 29m

Rotor speed at full load 37.6rpm at full load

Yaw system Fixed yaw

Cut in wind speed 4m/s

Cut out wind speed
20m/s (5 minute rolling average)

– reduced from 25m/s for this application

Maximum wind speed for blades 80m/s(any direction) Class IV hurricane= >69m/s
Maximum noise level 98 dBA

Corporation/Certification Norwin/GL

<표 3.2> 바레인 세계 무역센터 풍력발전 시스템 개요

라) 풍력발전시스템 안전 및 설치 계획

① 풍력발전시스템 제어 및 모니터링

풍력발전시스템 제어는 발전기의 안정적인 출력과 구조물의 보호를 위해서

필수적이다. 바레인 세계 트레이드 센터에 적용된 풍력발전시스템은 실속28)

제어(Stall Controlled)방식을 이용하여 블레이드가 일정 풍속이상 또는 풍향

이 제한 범위를 벗어나 양력이 증가되거나 감소되지 않도록 하여 발전기의

회전속도를 제어하도록 계획되었다. 모니터링과 안전에 대해서는 직접 제어

및 모니터링이 가능한 제어시스템(WTCS)과 제어시스템과 별도로 분리된 확

장 모니터링 시스템(EWTMS) 마지막으로 앞서 말한 두 시스템의 접속이 용

이하도록 하는 건물 제어 시스템(BMS)으로 구성함으로써 항시 제어와 모니

터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② 소음 및 진동

소음의 경우 전문 시뮬레이션을 사용하여 풍력발전기의 소음을 완벽하게

분석함으로써 건물의 거주자들이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계획 하였다. 다

음으로 진동의 경우 블레이드의 최대 회전수는 38rpm으로 이로 인해 진동이

28) 실속(Stall)은 유속이 일정이상 될 때 블레이드에서 난류가 발생하여 양력을 급격하게 잃게 되는   

현상으로 발전기에 과부하가 발생하여 시스템의 효율을 떨어트리고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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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할 수 있으며, 건물과 연결되는 브리지에 영향을 주어 결과적으로 공진

현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브리지의 진동수를 풍력발

전시스템의 진동수보다 증가시켜 공진현상을 피하도록 하였다. 또한 바람 방

향이 급변할 경우 풍력 발전기의 블레이드가 브리지에 충돌 할 수 있기 때문

에 브리지의 형태를 V자 형태로 설계하여 풍력 발전시스템이 설치 될 경우

1.7m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계획하였다.

③ 하중

풍력발전시스템 하나의 하중은 5.3ton으로 건물을 안전을 위해서는 필수적

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건물과 브리지를 중심으로 ‘Flex4’29) 시뮬

레이션을 실시하여 풍력 발전시스템과 브리지를 설계하였으며, 하중 사례 분

석을 통해 이론적으로 초과 하중이 없이 건물 자체가 풍력발전시스템과 브리

지를 견딜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2) 펄 리버 타워(Pearl River Tower)

중국 광저우에 위치하고 2012년에 완공 예정인 높이 310m, 71층 규모의 펄

리버 타워는 중국 담배회사(CNTC) 본사건물이다. 이 건물은 ‘Net Zero Energy’

를 목표로 하는 친환경 초고층 건물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소형풍력발전시스템

을 비롯한 태양광 시스템, 이중외피 시스템 등의 친환경 기술을 건물에 적용하였다.

특히, 풍력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설계 계획단계부터 풍속을 가속화 시킬 수 있

는 형태로 건물을 설계하였다. 이 건물의 설계는 미국의 대형 건축사무소인

SOM(Skidmore, Owings &Merrill LLP)사가 담당하였고 풍력발전시스템에 관한 자

문은 RWDI(Rowan Williams Davies & Irwin Inc.)가 맡았다.

가) 풍속을 가속화시키기 위한 건물형태

펄 리버 타워도 바레인 무역센터와 마찬가지로 주풍향을 비롯한 풍환경을

중심으로 건물의 형태를 계획하였다. 펄 리버 타워의 경우 고층이라는 점 외

에 추가적으로 풍속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바람이 최대한 건물을 통해 자연스

29) Technical University of Denmark에 의해 개발된 시뮬레이션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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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게 흘러가는 효과를 내기위해 공기역학적으로 긴 유선형의 형태이다. 또한

지상으로부터 120m, 210m의 높이의 층에 건물 내부를 관통하는 약 3m x

4m 크기의 Wind Portal(바람이 통과하는 통로)이 존재하여 이 지역의 주풍

향인 남풍(S)을 충분히 활용함과 동시에 벤츄리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풍속

이 가속화 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실제 건설사측에서는 Wind Portal을 통

가한 풍속이 1.5~2.5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림 3.5)와 같이 펄 리버

타워를 향해 바람이 불어오는 곳에서는 대기압보다 높은 정압(Positive

Pressure)이 발생하고 Wind Portal을 불어나가는 곳에서는 부압(Negative

Pressure)이 발생하게 되는데 정압이 발생하는 구간에서 풍속이 증가하고 그

주위를 비롯한 건물 옥상과 바닥에서의 바람이 Wind Portal 쪽으로 집중되어

빨려나간다. Wind Portal은 건물에서 발생하는 정압과 부압을 교체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그림 3.5) 펄리버타워기류흐름및개구부조감도

나) 풍동실험 및 전산유체역학을 통한 풍환경 평가

설계 초기단계에서 계획된 건물의 Wind Portal 주위 기류를 자세히 분석하

기 위해 (그림 3.6)과 같이 풍동실험을 하였다. 실험 결과, Wind Portal 근처

에서의 평균풍속은 약 4m/s이지만 Wind Portal를 통해 바람이 빨려나가는

풍속이 이전보다 최대 2배 증가한 약 8m/s를 확인 할 수 있다.(그림 3.6)의

(c)에서는 Wind Portal이 위치한 2곳의 풍속 분포도를 나타낸다. 작은 원은

Wind Portal을 중심으로 불어오는 풍속을 10° 간격으로 측정한 풍속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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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파란색 원은 작은 원과 동일한 방식으로 측정한 Wind Portal 내부에서

의 풍속 분포도를 나타낸다. Wind Portal에 수직으로 불어오는 바람의 풍속

분포는 침체되어 있지만, 그 외에 다른 각도에서 바람이 불 경우에는 풍속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10m의 Wind Portal에서의 풍속 분포도가

120m의 Wind Portal 보다 더 넓게 분포하며, Wind Portal 접근하는 바람의

풍속 분포보다 Wind Portal 내부 풍속이 더 넓게 분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3.6) 펄 리버 타워 풍동실험 및 풍속 측정

(그림 3.7)은 펄 리버 타워에 대한 전산유체역학 시뮬레이션 해석 결과로

(a)와 (b)는 정면풍과 후면풍에 대해서 수직단면에서의 기류를 보, (c)는 높이

210m 지점에서 지표면과 수평으로 절단한 단면의 기류를 나타내고 있다. 30)

설계 풍향인 정면풍의 경우에는 Wind Portal에 의하여 풍속이 가속되지만 그

반대로 후면풍의 경우 역효과가 발생하여 풍속이 감속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두 경우 모두 주변 접근풍이 건물에 의해 차단됨에 따라서 건물 사이

의 Wind Portal로 바람이 몰려 가속되는 현상이 동일하게 일어남을 알 수 있

30) 전완호 외, 풍력발전기가 설치된 고층빌딩에 대한 전산유체역학적 고찰, 한국환경과학회지 제

18권(제8호), 2009, pp.92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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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건물 측면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풍력발전 시스템을 작동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림 3.7) 펄 리버 타워 전산유체역학 시뮬레이션 결과

다) 건물에 적용된 풍력발전 시스템 개요

펄 리버 타워에는 수직형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이 적용되었으며, 개요는 <표

3.3>과 같다. 시스템은 크게 엔진(Nacelle), 회전날개(Rotor), 모니터링 및 안

전제어(Control)부로 구성된다. 풍력발전시스템은 수직형 5kW급 4대로 독일

의 인증기관인 TUV NORD NEL에서 형식인증을 받은 시스템으로 연간

10MWh의 전력을 생산하여, 건물의 공조 시스템을 운영에 사용됨으로써 건

물에서 필요로 하는 전력량의 1%를 담당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펄 리버 타워에 적용하기 위해서 풍력 엔지니어링 회사인 RWDI의 자문을

받아 특별히 크기와 위치를 조정하였다. Wind Portal에 설치된 한대의 풍력

발전시스템은 다른 장소에 설치된 풍력발전시스템 8대에서 생산하는 전력량

을 생산할 수 있으며, 4대가 설치 될 경우에는 일반 풍력발전시스템의 32대

와 비슷한 전력 생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스템의 경제성

에 대해서 설계회사인 SOM에서는 에너지 효율에 대한 투자자금 회수기간이

약 4.8년이라고 발표하였으며, 이는 건물의 수명이 최소 50년이라고 봤을 때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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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특징

Nominal electrical power generated 5kW

Power regulation Active stall

Rotor diameter 3.1m

Rotor speed at full load 260rpm

Yaw system independent of wind direction

Cut in wind speed 4.5m/s

Cut out wind speed 16m/s

Maximum noise level 35dBA

Corporation/Certification Quiterevolution/TUV NORD NEL

<표 3.3> 펄 리버 타워 풍력발전시스템 개요

라) 풍력발전시스템 안전 및 설치 계획

① 풍력 발전기 제어 및 모니터링

출력제어의 경우 능동형실속제어(Active stall control)로 수동형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피치각을 조절할 수 있는 동시에 정격풍속에서 받음각의 스

톨현상을 유도하여 제어기능을 향상 시켰다. 또한 로터 축이 수직이기 때문

에 수평축과는 달리 바람의 방향에 따라 회전축을 움직이도록 제어하는 별도

의 요잉장치가 필요 없다.

② 하중, 소음, 진동

펄 리버 타워에 적용된 소형풍력발전시스템 하나의 하중은 305kg으로 건물

의 Wind Portal에 설치할 경우 하중에 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나타났다. 소음과 진동의 경우 블레이드가 ‘S’자 나선형으로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함으로써 도심지 건물에 설치가 용이하도록 설계된 풍력발전시스템을

선정하였으며, 거주자가 거의 활동하지 않는 기계실에 설치하도록 계획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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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건물 분류 세부내용

건물명 Discovery Tower

국가 United States

준공연도/건물용도 2010년 / Office

높이(층) 149m(30층)

풍력발전시스템 VAWT 10대

건물명 Twelve West Building

국가 United States

준공연도/건물용도 2009년 / Mixed

높이(층) 81m(22층)

풍력발전시스템 VAWT 4대

건물명 Lotte Jamsil Super Tower

국가 South Korea

준공연도/건물용도 2015년 / hotel & office

높이(층) 558m(123층)

풍력발전시스템 VAWT 대수 미정

<표 3.4> 건물 상층부의 풍력발전시스템 적용사례

3.1.2 건물 상층부의 풍력발전시스템 적용사례

건물의 상층부는 초고층 건물의 높은 풍속을 최대한 활용함과 동시에 건물

일체형과 달리 건물의 형태를 변경할 필요가 없으며 시스템 설치 시 소음, 진

동, 하중 및 안전 부분에서도 상대적으로 부담이 없기 때문에 풍력발전시스템을

설치하기에 최적의 장소이다. 또한 적용 가능성이 검토된다면 이미 완공된 초고

층 건물에도 적용 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초고층 건물을 비롯한 도심지의 고

층 건물에서의 적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표 3.4>는 고층 건물과 초고층 건

물 상층부의 풍력발전시스템 적용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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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스커버리 타워(Discovery Tower)

2010년에 완공된 147m, 31층 규모의 디스커버리 타워는 미국 텍사스 휴스

턴에 위치한 지역의 대표적인 친환경 건물로 LEED Gold를 획득하였다. 또한

그리 높지 않은 건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유리한 풍환경을 활용하여 건물

옥상에 풍력발전시스템을 적용하였지만 배치의 문제로 예상하였던 효과를 얻

지 못한 사례이다.

가) 지역의 풍환경 및 설치 적합성 평가

휴스턴 지역의 연간 평균풍속은 4.17m/s으로 풍력발전시스템을 운전하기에

유리한 환경이다. 대상 지역의 풍향별 빈도를 (그림 3.8)과 같이 방사상의 그

래프로 나타낸 바람장미지도(Wind Rose Map)를 분석한 결과, 주풍향은 남남

동풍(SSE)으로 나타났으며, 디스커버리 타워에서 수직형 풍력발전시스템이

설치된 건물의 넓은 면이 남동축과 북서축을 따라 일직선으로 위치하고 있

다. 하지만 옥상에 설치된 풍력발전시스템은 주풍향을 온전히 받지 못하며,

가장 유리한 풍향인 남서풍(SW)은 그 빈도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직

형시스템의 경우에는 바람의 방향과 무관하게 작동하지만 이 사례와 같이 여

러 대가 배치되었을 경우에는 풍력발전기들의 상호 간섭으로 인해 충분한 바

람을 받지 못하는 발전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림 3.8) 디스커버리타워지역바람장미및풍동실험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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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는 풍력발전시스템이 설치된 네 지점에 대한 풍동실험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으로 수직축은 건물이 존재할 때 측정한 풍속(Umean)과 건

물이 없을 때의 풍속(Uref)의 비를 나타내며, 수평축은 풍향을 나타낸다.31) 이

때 풍력발전시스템이 설치된 옥상에서의 풍속은 남서풍(SW)과 남남서풍

(SSW) 일 때 기존 풍속보다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다른 풍

향에 대해서는 풍속이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위 결과로 미루어 볼 때 디

스커버리 타워의 풍력발전기 배치는 남서풍과 남남서풍일 때 가장 유리하지

만 주풍향인 남남동풍을 비롯한 다른 풍향에 대해서는 불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9) 디스커버리 타워 풍동실험 결과

나) 건물에 적용된 풍력발전시스템 개요

디스커버리 타워에 설치된 풍력발전시스템은 3.5kW급의 수직형으로 총 10대

가 설치되었으며, 시스템 개요는 <표 3.5>와 같다. 시스템은 미국의 풍력발전 인증기

관인 UL(Underwriters Laboratories)에서 인버터, 컨버터, 컨트롤러와 계통연계

(Interconnection System)부분의 안전기준인 UL 1741-Standard에 대해서 인증을

획득하였다. 설치된 풍력발전시스템은 연간 77MW의 전력을 생산하여 건물의 야

간 조명에 사용됨으로써 건물 에너지의 1%를 담당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림

3.10)은 디스커버리 타워에 적용된 풍력발전시스템을 나타낸다.

31) 전완호, 유성욱, 김욱, 조장형(2009). 풍력발전기가 설치된 고층빌딩에 대한 전산유체역학적 고

찰. 한국환경과학회지. 제18권(제8호) 92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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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특징

Nominal electrical power generated 3.5kW

Rotor diameter 2.75m

Rotor speed at full load rated rpm 170, maximum rpm 250

Cut in wind speed 3m/s

Cut out wind speed 12.5m/s

Maximum noise level 50dBA

Corporation/Certification Cleanfield Energy/ UL

<표 3.5> 디스커버리 타워에 적용된 풍력발전 시스템 개요

(그림 3.10) 디스커버리 타워에 적용된 풍력발전시스템

(2) 12 웨스트 건물(Twelve West Building)

미국 포틀랜드에 위치하고 2009년에 완공된 12 웨스트 건물은 높이 81m에

22층의 규모로 저층부는 판매시설, 중층부는 사무실, 상층부는 주거시설로 구

성되어 있다. 이 건물은 태양광 시스템, 옥상녹화 등 친환경 기술들이 적용함

으로써 LEED Platinum을 획득한 친환경 건물이며, 미국 최초로 도심지의 고

층 건물 옥상(Rooftop)에 풍력발전시스템을 적용하여 외관적으로도 건물의

이미지를 살려 지역의 상징이 되었다.

가) 지역의 풍환경 및 설치 적합성 평가

건물이 위치한 오리건 주의 연간 평균 풍속은 3.6m/s로 건물 옥상의 81m

에서는 더 높은 풍속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바람장미지도를 분석한 결과,

주풍향은 서풍(W)으로 그 주변에 저층 건물들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바람

을 방해하는 요소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그림 3.11)와 같이 기



- 50 -

류분석 모델링을 통해 건물 옥상의 난류 영역을 피하여 14m 높이의 풍력발

전시스템을 설치하였다.

(그림 3.11) 12 웨스트 건물 풍력발전시스템 적용

나) 적용된 풍력발전 시스템

12 웨스트 건물 적용된 풍력발전시스템은 정격출력 2.4kW의 수평형으로

총 4대가 설치되었으며, 연간 10~15MWh의 전력을 생산하여 건물의 엘리베

이터의 전력 에너지를 담당한다. 적용된 풍력발전시스템은 독일의 인증기관

인 GL에서 형식인증을 획득함으로써 기술을 비롯한 소음, 진동 및 안전에 대

해서 객관적으로 검증된 제품으로 시스템의 사양은 <표 3.6>과 같다.

구분 특징

Nominal electrical power generated 2.4kW

Power regulation Electronic stall

Rotor diameter 2.75m

Rotor speed at full load rated rpm 50, maximum rpm 325

Yaw system Passive

Cut in wind speed 3.5m/s

Cut out wind speed 13m/s

Corporation/Certification Southwest Windpower/GL

<표 3.6> 12 웨스트 건물 풍력발전시스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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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롯데 잠실 슈퍼타워(Lotte Jamsil Super Tower)

2015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서울에 위치한 롯데 잠실 슈퍼타워는 123층에 높이

558m 규모로 6성급 호텔, 사무실, 백화점이 건물에 입점하는 업무·상업용도의 건물

이다. 또한 건물 일체형 태양광 시스템, 풍력발전 시스템을 적용함으로써 전력 사

용량을 절감하고 지열 시스템과 생활하수 폐열 회수 방식을 통해 냉난방을 해결하

는 등 친환경 녹색 기술을 대거 적용할 계획으로 국내의 대표적인 친환경 초고층

건물이 될 전망이다.

(그림 3.12)은 건설 예정지의 바람장미 및 풍속 자료를 나타낸 것으로 높이 150m

에서 주풍향은 서서북풍(WWN)32)로 나타났으며, 연간 평균풍속은 약 5.5m/s로 나타

났다. 또한 도플러 소다(Doppler sodar)33)를 이용하여 풍향과 풍속을 측정한 결과 높

이 300m 이상에서 약 8m/s 이상의 풍속을 확보하였고 주풍향은 북동풍(NE)인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적용 가능성을 판단할 경우, 풍력발전시스템을

적용하기에 매우 유리한 풍환경을 가지고 있다.34) 풍력발전시스템의 경우 건물 옥상

에 수직형 소형풍력발전기를 설치하고 저층부에는 하이브리드형 풍력 가로등을 설치

하여 생산되는 전력을 주간에 저장한 뒤 야간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풍력발전 시스템의 예상 설치용량은 20kW이다. 기타 시스템 선정을 비롯한 설치에

관한 상세 계획 및 경제성과 관련된 자료는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은 실정이다.

(그림 3.12) 롯데 잠실 슈퍼타워 풍향⋅풍속 및 설치 조감도

32) 신재생에너지자원 데이터 센터 자원지도시스템 

33) 도플러 소다(Doppler sodar는 고주파수 대역의 음파를 대기 중으로 쏘아 올려 풍속과 풍향 등의  

 기류 특성을 관측하는 장비이다.

34) 조강표 외, 도플러 소다를 이용한 잠실 제2롯데월드 건설지점의 평균풍속의 연직분포 특성, 

2011 대한건축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구조계 제31권 제1호, pp.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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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건물 측면부의 풍력발전 시스템 적용사례

건물 측면부의 설치는 건물의 높이가 높아질수록 측면에서 풍속이 강해지는

점과 건물이 위치한 지역의 특정 풍환경을 활용하여 풍력발전시스템을 적용하

는 것으로 <표 3.7>과 같이 아직까지 일반 건물에서 적용 사례가 드물다.

사례 건물 분류 세부내용

건물명 Greenway Self Park

국가 United States

준공연도/건물용도 2009년 / parking garage

높이(층) 약 38m(11층)

풍력발전시스템 VAWT 12대

건물명 Kinetica Apartment

국가 United Kingdom

준공연도/건물용도 2009 / Residential

높이(층) 약 49m(14층)

풍력발전시스템 VAWT 4대

<표 3.7> 건물 측면에서의 풍력발전시스템 적용 사례

(1) 그린웨이 셀프 파크(Greenway Self Park)

그린웨이 셀프 파크는 미국 시카고에 위치한 최초의 친환경 주차장으로

LEED Silver 인증을 획득한 건물이며, 건물의 측면에 풍력발전시스템을 설치

하였다.

풍력발전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서 우선 건물이 위치한 일리노이 주의 바

람장미와 기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그림3.13)와 같이 주풍향은 남서풍

(SW)이고 연간 평균풍속은 4.7m/s로 풍력발전시스템을 설치하기 유리한 조

건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건물의 남쪽 모서리에 풍력발전시스템을 설치하여

도로를 마주보는 건물의 모서리로 겨울의 북서풍과 여름의 남서풍을 최대한

받도록 하고 주변의 고층건물들로 인한 골목바람효과(wind-tunnel effect)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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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하여 시스템의 효율을 높이도록 계획되었다.

(그림 3.13) 미국 일리노이 주의 바람장미 및 풍력발전 시스템 적용

가) 건물에 적용된 풍력발전시스템 개요

건물에 적용된 풍력발전시스템은 5kW급의 사보니우스형으로 총 12대가 주

문제작 되었으며, 풍력발전시스템 6대가 연속으로 이어진 직경 1.2m, 길이

4.8m로 동일한 구조의 풍력발전시스템과 함께 꽈배기 형태로 건물의 옥상까

지 수직으로 설치되었다. 시스템 개요는 <표3.8>와 같다. 설치된 풍력발전시

스템은 풍향에 관계없이 작동되고 낮은 풍속에서도 전력 생산이 가능하여 연

간 10~15MWh의 전력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것은 외부 조명으로 사

용 될 계획이다. 또한 도로가 근접한 건물 모서리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보행

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 구조물이 풍력발전시스템 주위를 감싸도록 시

공하였지만 이 구조물이 풍력발전시스템의 효율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자료와 경제성에 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35) 문창호, 김용이, 도시의 건축 디자인에서 풍력터빈의 이용에 대한 사례연구, 대한건축학회지 통

권 44호,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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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특징

Nominal electrical power generated 5kW

Peak Power 5.63kW

Rotor diameter 1.21m W x 4.87m H

Swept Area 5.88㎡

Rotor speed at full load reliable low rpm permanent magnet generator

Cut in wind speed 5m/s

Noise level 5dBA

Corporation/Certification Helix Wind/GL

<표 3.8> 그린웨이 셀프 파크 풍력발전시스템 개요

3.1.4 연돌효과를 이용한 풍력발전시스템 적용사례

2015년 준공을 목표로 하는 상암 DMC(Digital Media City)는 높이 640m

에 130층 규모로 현재 서울 잠실에서 시공 중에 있다. 건물이 완공될 경우

국내에서는 현재 높이 620m, 150층을 계획으로 추진 중인 서울 용산 드림타

워에 이어 2번째로 높은 초고층 건물이 됨과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는 6번째

로 높은 초고층 건물로 기록될 전망이다. 또한 롯데 잠실 슈퍼타워와 마찬가

지로 친환경 기술과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이 적용될 계획으로 현재 LEED

Platinum을 획득하여 국내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친환경 초고층 건물이 될

것이다.

(1) 풍력발전시스템 설치 원리 및 계획

상암 DMC는 건물 형태에 따른 특징을 이용하여 다른 사례들과 다른 방식

으로 풍력발전시스템 적용을 계획하였다. 이 건물의 중앙부는 비어있는 대나

무와 유사한 형태로 Interface Void로 불리는 원형의 대규모 3차원 수직공간

이 형성되는데 이때 온도분포도를 분석한 결과, 평균온도는 외부온도보다

1~3℃높은 18~20℃이며, 최상층 첨탑 부위의 온도는 일사의 영향으로 20~2

3℃로 평균온도보다 약 1~3℃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최상층 첨

탑에서 상승 기류가 형성되고 이것은 또다시 실내외 공기의 밀도 차를 발생

시켜 결과적으로 외부 공기가 내부로 유입되는 연돌효과(Stack Effect)가 발

생한다. 이때 저층부에서는 약 4.5m/s, 상층부에서는 약 7m/s의 풍속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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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는데 이러한 풍환경은 풍력발전시스템을 적용하는데 유리한 조건이

된다. 다음으로 풍력발전시스템 적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풍동 실험

과 전산유체역학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저층부에 약 30대, 상층부에 약

60대의 풍력발전 시스템을 설치함으로써 연간 810MWh의 전력을 생산할 계

획이다.36) (그림 3.14)은 상암 DMC 건물 및 풍력발전 시스템 적용 개념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3.14) 상암 DMC 건물및풍력발전시스템적용개념

3.1.5 건물에서의 풍력발전시스템 적용 방안 검토

건물 일체형의 경우 바레인 세계 무역센터와 DIFC Tower 1,2는 시스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 지역의 주풍향을 최대한 받아들일 수 있는 대형 수

평형시스템이 적용되었으며, 그 외 사례에서는 대부분 수직형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이 적용되었다, 다. 적용 절차는 (그림 3.15)과 같이 먼저 건물의 설계

계획단계에서 풍력발전시스템 적용을 고려하여 바람을 최대한 활용 할 수 있

도록 건물 형태를 디자인한다. 다음으로 대상 지역의 기후분석을 토대로 풍

동실험과 전산유체역학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건물 주위의 기류 특성을 분

석함으로써 적용 가능성을 판단하고 건물 형태를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객관

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은 풍력발전시스템을 선정하여 시공 전 문제가 될 요

인들과 안전에 관한 사전 점검을 통한 대책마련뿐만 아니라 시공 기술력을

36) 김한영, “건축물 통합형 풍력발전(상암 DMC를 중심으로)”, 대우건설기술 통권 제31호, 20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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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한 후 설치하도록 한다. 건물 일체형의 경우 무엇보다도 안전을 비롯한

시스템 설치로 인한 소음, 진동, 하중이 중요한 고려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15) 건물 일체형 풍력발전시스템 적용 절차

건물 상층부의 경우에는 적용사례 건물 모두 수직형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이

적용되었다. 이는 수직형 시스템이 바람의 방향과 무관하게 운전이 가능하여 주

풍향뿐만 아니라 건물 주변의 바람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과 하중 및 진동, 기

계적 소음 문제가 덜하고 설치 후 유지 보수가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된다. 건물 상층부에 풍력발전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대상 건물 주변의

건물 현황을 검토한 다음 기후분석을 통해 설치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 우선

적으로 필요하다. 다음으로 풍동실험 또는 전산유체역학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대상 건물 상층부를 중심으로 기류를 분석하여 난류 발생이 적고 적정 풍속이

확보되는 곳을 찾아 설치 위치 검토와 배치계획을 세운다. 마지막으로 시스템에

대하여 인증을 받은 풍력발전시스템을 선정하여 시공한다. 현재 계획 중인 초고

층 건물을 비롯하여 기존 초고층 건물 역시 적용 가능성이 검토된다면 (그림

3.16)와 같은 적용 절차를 통해 풍력발전시스템을 적용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

로 판단된다.

(그림 3.16) 건물 상층부의 풍력발전시스템 적용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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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측면부의 풍력발전시스템 설치 절차는 (그림 3.17)로 건물 상층부 절차와

동일하지만 일반 풍력발전시스템은 주로 바닥에 설치하기 때문에 측면에 설치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하지만 이것이 풍력발전시스템의 효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시공이 까다롭고 설치 후 유지관리와 안전 및 사고

에 대한 완벽한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초고층 건물의 측면부는 안정적이고 높

은 풍속 확보로 풍력발전시스템을 설치하는데 있어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까지는 적용 사례가 드문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현재 초고층 건물의 측면

전체에 풍력발전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한 계획이 나오고 있으며, 앞으로 풍력발

전시스템의 기술력과 건축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적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

료된다.

(그림 3.17) 건물 측면부의 풍력발전시스템 적용 절차

각 적용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건물에서 풍력발전시스템을 설치

절차는 크게 기후분석, 풍동실험 및 전산유체역학 시뮬레이션 실시, 풍력발전

시스템 선정 및 시공으로 크게 3단계로 분석되었다. 우선적으로 대상 지역의

풍속, 주풍향을 분석한 다음 풍동실험과 전산유체역학 시뮬레이션으로 대상

건물 기류를 분석하여 적용 가능성과 적용 위치를 선정한다. 마지막으로 풍

력발전시스템의 소음, 진동, 하중 및 안전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설치한다.

건물 일체형의 경우 다른 적용 방안보다 풍력발전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서

건물의 형태 계획, 주풍향이 뚜렷한 기후, 시공기술 확보 등의 많은 제약이

따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건물의 측면부 적용 방안은 아직까지

설치에 따른 시스템의 효율이 검증되지 않았으며, 시공과 안전에 관한 대책

이 미흡한 것으로 사료된다. 온돌효과를 이용하는 방안은 풍력발전시스템을

설치하는데 가장 한계성을 보이는 방안으로 실제 시공이 이루어진 다음 타당

성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건물 상층부의 경우 건물이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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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에 따라서 안정적인 풍속을 확보할 수 있으며, 옥상에 설치하기 때문에 시

공 및 안전에 관한 제약이 적다. 또한 기존 초고층 건물에도 적용하기에 유

리하므로 현재까지 초고층 건물에 풍력발전시스템을 설치하기에 가장 현실적

인 적용 방안으로 판단된다.

3.2 초고층건물에서의소형풍력발전시스템적용을위한고려요소도출

초고층 건물에서 소형풍력발전시스템 적용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대상 건

물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며, 다음으로 대상지역의 풍속·풍향 등의 기후자료를

통해 풍환경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풍동실험 또는 전산유체역학시

뮬레이션을 실시함으로써 적용 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적정 소

형풍력발전시스템을 선정하여 설치 및 배치계획을 검토해야 하는데 이는 시

스템의 발전효율과 경제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다. 본

절에서는 적용 대상 지역, 대상 건물,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을 기준으로 초고층

건물에서의 소형풍력발전시스템 적용을 위해서 필요한 고려요소를 도출하였

다.

3.2.1 대상 지역의 고려요소

초고층 건물에서 소형풍력발전시스템 적용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대상 지

역의 기후특성을 분석하여 적용 가능성을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기후분석

결과들은 풍동실험 또는 전산유체역학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기 위한 기초자료

로 사용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따라서 대상 지역에서의 기후특성과 풍환경

분석을 위해서 필요한 고려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1) 풍속(Wind Speed)

풍속이란 공간 중의 한 지점에서 풍속은 그 지점 주위에 있는 미소량의 공

기의 운동속도이다. 풍속은 기상조건과 지형적인 특성에 따라 불규칙하게 변

동하기 때문에 풍속발전으로부터의 전력 공급은 확률적이며, 생산량 예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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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도시의 경우 산간⋅해안지역보다 상대적으로 풍

속이 낮고 많은 건물들에 의한 영향으로 풍속의 가변성이 심하기 때문에 생

산량을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다.37) 따라서 풍력발전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

서는 사전조사를 통해 대상지역의 풍속을 예측하여 자원의 정량적인 잠재성

평가가 필요하다.

(2) 풍향(Wind Direction)

풍향은 바람의 상태를 표현하는 중요한 인자로써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

로 일반적으로 16방위를 사용한다. 대개 풍속과 바람 방향의 변화에 대한 주

어진 기간에 출현빈도를 방사형 그래프로 표현하는데 이를 바람장미(Wind

Rose)라고 하며 이때 가장 빈도수가 높은 풍향을 주풍향이라 한다.38) 주풍향

은 초고층 건물에서 소평풍력발전시스템의 설치 위치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

한 고려요소이므로 대상 지역의 주풍향을 충분히 분석하여 최대 풍속을 얻을

수 있는 곳에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주요 도시의 주풍향을 분석하기위해서 풍향그림(3.18)과 같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년간 기상청 자료를 토대로 초고층 건물의 시공과 계획이 활발한

국내 주요 도시의 바람장미를 작성하였다. 서울의 경우 10m를 기준으로 한 연

평균 자료에서 서북서풍(WNW)과 서풍(W)이 주풍향이며, 전체적으로 북쪽과

남쪽에서는 바람이 거의 불지 않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인천의 경우에는 연 평균 북풍(N), 북북서풍(NNW), 북북동풍(NNE)까지 주

로 북쪽에서 불오는 바람이 우세하고 특히 1월에서는 주풍향이 빈도가 더욱

뚜렷해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남서풍(SW)을 제외한 다른 방향에서는

바람이 거의 불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산의 경우 연평균 북북동풍(NNE)과 북동(NE)으로 나타났으

며, 동남동풍과 남남동풍 계열의 바람은 거의 불지 않는 것을 확인 할 수 있

다. 부산의 경우 다른 도시들과 달리 1월과 8월의 주로 불어오는 풍향이 확연

히 다른 것을 알 수 있는데 1월의 경우 북북서풍(NNW)이 우세한 반면 8월의

경우에는 북동풍(NE)이 우세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지역마다 주풍향과

37) 정아름, 도시특성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시스템 복합 적용 방안에 관한 연구, 2011, pp.25

38) 황병선 공저(2009), 최신 풍력터빈의 이해, p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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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의 특성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의 설치

위치를 선정해야 한다.

(그림 3.18) 국내 주요 도시 바람장미

(3) 최대 순간 풍속 (Maximum Instantaneous Wind Speed)

평균적인 강풍은 풍력발전에 있어 매우 좋은 결과를 나타내지만, 순간 풍

속의 차이가 심한 경우, 즉 돌풍이 많은 장소에 설치된 풍력발전시스템의 구

조물 파괴뿐만 아니라 효율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돌풍에 의한 풍

력발전기의 손상과 효율 향상을 위해서는 적용 지점의 최대순간풍속을 분석

하여 풍력발전시스템 선정에 적용하여야 한다.

(4) 풍속 분포(Wind Speed Distribution)

풍속 분포는 대상지역의 풍속을 예측할 수 있는 분석 자료이며, 국제적으

로 통용되는 표준 기상관측 높이인 10m이상 지점에서 10분 동안 부는 평균

풍속을 이용하여 풍력에너지의 정량적인 잠재성을 평가할 수 있다. 평균 풍

속은 일반적으로 기사청의 실측자료를 활용하여 적용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

다. 하지만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풍속자료는 관측소의 일정 높이(10~20m)에

서 측정된 자료이기 때문에 실제 시스템이 설치되는 200m이상 높이에서의

풍속 값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기상청의 실측자료를 바탕으로

높이 증가에 따른 풍속 보정(Extrapolation)을 실시하여 실제 설치 높이에서



- 61 -

의 풍속을 예측함으로써 대상지역의 풍력에너지 잠재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때 풍속 보정식은 (식 3.1)과 같이 가장 오차가 적고 비교적 보정이 용이한

Deacon39) 방정식을 주로 이용한다.

 
 

 


 (식 3.1)

 ,  : 보정된 고도의 풍속과 고도

 ,  : 실측된 풍속계의 풍속과 고도(10m)

Deacon 방정식에 따르면 풍속할증계수는 지형의 변화(계측지점을 기준으로

기하평균높이)와 지면조도(Roughness)에 의해서 결정되면 이를 식으로 나타

내면 (식3.2)와 같다.

 = +ln[ ]

 =ln  


+ln 


(식 3.2)

 = ln 


 : × : 기하학적 평균높이(m)

 : 풍속측정 높이

 : 지면 거칠기 정도

는 주변지형의 지면 거칠기 정도(Roughness Length, m)40)를 나타내는

요소로써, <표 3.9>에서와 같이 각 지형 조건에 따른 의 값을 대입하여 풍

속을 보정 할 수 있다.

39) 기상청, 풍력자원지도 개발 연구보고서, 2007

40) Risoe National Laboratory, European Wind Atlas, Chapter 1,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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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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9> 지형에 따른 지면 거칠기 정도

(그림 3.19)은 지형을 크게 City terrain(Z0>0.7), Suburban terrain(Z0=0.25~0.3),

Open-field terrain(Z0=0.01~0.03)으로 구분하여 지면 거칠기 정도에 따른 높이별

풍속 분포를 나타낸 것으로41) 초고층 건물이 주로 위치한 도심지역은 동일한 풍

속을 얻기 위해서 다른 지역보다 더 높은 높이에 도달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

다. 또한 초고층 건물 주위에 비슷한 높이의 건물들이 존재한다면, 효율적인 풍력

발전시스템 설치를 위한 적절한 조건들에 대한 잠재성이 현저하게 줄어든다.42)

41) Sinisa Stankovic, Neil Campbell, Alan Harries, Urban Wind Energy, Earthscan, 2009, 

pp.78

42) Roy Denoon &　 Brad Cochran、D, G, Harvesting Wind Power from Tall Building, 

CTBUH 8th World Congress, 2008, p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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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 지면 거칠기 정도에 따른 풍속 분포

국내에서 초고층 건물이 주로 분포하고 있는 주요 도시인 서울, 인천, 부

산지역의 높이별 풍속변화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Deacon 방정식으

로 풍속을 보정하였다. 기준 풍속은 기상청에서 10m 지점에서 측정한 평균

풍속 값으로 서울 2.5m/s, 인천 2.7m/s, 부산 3.2m/s 설정하였으며, 지면 거칠

기 정도는 1.6m로 설정하였다.

주요 도시의 높이별 풍속을 보정한 결과는 <표 3.10>와 같으며, 초고층 건물

의 기준이 되는 200m 높이에서 세 도시 모두 평균 6.8m/s 이상의 풍속이 나타

났으며, 동일 높이에서는 부산이 가장 높은 풍속을 보였고 다음으로 인천, 서

울 순으로 분석되었다. 독일풍력발전연합(German WindEnergy Assocoation)에

서는 풍력발전단지의 건설기준을 연평균 풍속 5.5m/s로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풍력발전에 의한 경제성 창출이 가능한 풍속 또한 5m/s로 알려져 있어 풍속

측면에서 초고층 건물에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의 적용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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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m) 서울 풍속(m/s) 인천풍속(m/s) 부산 풍속(m/s)

10 2.5(기준 풍속) 2.7(기준 풍속) 3.2(기준 풍속)

100 5.5 5.85 6.7

200 6.28 6.65 7.54

300 6.71 7.08 7.98

400 7.01 7.38 8.28

500 7.23 7.6 8.5

600 7.40 7.78 8.67

700 7.55 7.92 8.81

800 7.67 8.04 8.93

900 7.78 8.15 9.03

1,000 7.88 8.25 9.12

<표 3.10> 보정식을 통한 주요 도시의 높이별 풍속 분포

3.2.2 대상 건물의 고려요소

초고층 건물이 주로 위치한 도심지에서의 압력 분포와 기류 특성은 주변

환경 조건들에 의해 매우 복잡하게 나타나고 건물 주위에 흐르는 풍속에도

영향을 준다. 따라서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의 최적 설치위치를 선정하기 위해

서는 대상 건물의 압력 분포와 기류 특성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높은 풍속을

확보되는 지점과 난류 현상이 보다 적게 분포하는 지점을 찾아 시스템의 설

치 위치를 판단해야 한다.

(1) 건물에서의 압력 분포

건물에서 발생하는 압력 분포를 살펴보면 (그림 3.20)에서와 같이 건물을

향해 불어오는 바람이 건물의 맞바람과 충돌할 경우 바람이 건물의 상부와

측면으로 확산되기 전에 건물 주변에 정압(Positive Pressure)이 형성되고 증

가된 바람이 상부 모서리(Upper Edge)와 측면을 따라서 흐른다.43) 이렇게 이

동하는 바람은 건물의 후면의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한 거대한 부압(Negative

Pressure) 영역을 형성함과 동시에 이 부분에 작은 소용돌이와 회오리바람이

발생한다.

43) http://www.kaper.us/basics/BASICS_040502_hunt_windflow.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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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0) 바람에 따른 건물에서의 압력 분포

이러한 원리에 따라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의 최적 설치 위치는 건물 가장자

리 주변의 풍속이 증가하는 전단 층과 풍속이 가속되는 건물의 옥상, 그리고

정압과 부압의 압력차이로 인하여 건물에서 충분한 풍속을 얻을 수 있는 지

점이다. 하지만 평면 옥상의 경우 건물 옥상의 중심에 가까울수록 박리유동

(Separated Flow)으로 인하여 풍속이 감소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며, 이와 반

대로 경사 옥상과 계단식 옥상(Tiered Roof)의 중심의 경우 최적의 풍속이

분포하는 지점이 될 수 있다.44)

그러나 위 내용은 일반적인 이론에 따른 것으로 실제로는 건물 형태와 주

변 환경에 따라 압력 분포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하고 효율적인 풍력발전시

스템의 적용 위치를 찾기 위해서는 전산유체역학 시뮬레이션 또는 풍동 실험

을 통하여 적용 건물에서 발생하는 압력 분포를 파악해야 한다.

(2) 건물에서의 기류 특성

바람이 건물을 향해 불어올 때에는 건물의 높이와 형태를 비롯하여 바람의 방향

과 모양에 따라서 복잡한 흐름의 특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의

위치 선정에 있어서 대상 건물의 기류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물에

서 발생하는 여러 형태의 기류특성은 (그림 3.21)과 같다.

44) Roy Denoon &　 Brad Cochran、D, G, Harvesting Wind Power from Tall Building, 

CTBUH 8th World Congress, 2008, p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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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건물에서 발생하는 기류

가) 와류 및 난류

건물의 배후에서는 소용돌이와 같은 풍속이 약하고 불규칙한 영역이 발생

하는데 이를 와류 또는 난류라고 하며, 후류역이라고도 한다. 난류는 풍력발

전시스템의 마모의 원인과 동시에 시스템의 효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기 때문에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기류특성이다. 난류는 지면 거칠기와 나무,

건물 등의 장애물과의 마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용돌이와 같은 바람의 순환

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풍속이 감소되고 풍향이 변하게 되는 기류특성으로 건

물의 앞보다는 뒤쪽에 주로 발생한다. 따라서 （그림 3.22)와 같이 초고층 건

물에서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난류가 형성되는 영역은 제

외하고 설치 위치를 선정해야 한다.45)

45) Sustainability Victoria, Victorian Consumer Guide to Small Wind Turbine Generation, 

2010, p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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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 난류에 따른 소형풍력발전시스템 설치 영역

나) 박리류

바람이 건물에 접근하면 벽면을 따라서 흘러나가는데 이러한 흐름이 건물

의 모서리에 도달하게 되면 박리(Seperation)가 발생하게 된다. 박리류는 주

위의 바람보다 빠른 풍속을 보이고 건물 배후에 압력이 낮은 부압을 형성하

는 난류역에는 흐트러진 바람이 발생되어 건물에는 매우 불규칙한 풍력이 작

용한다.

다) 상승풍

건물의 하단에서 바람이 소용돌이 형상으로 벽면을 타고 상승하는 현상을

상승풍이라고 하며, 고층 건물에서 주로 발생하는 가장 강한 바람 중 하나이

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라) 하강풍

바람이 건물에 부딪히면 건물 높이의 2/3지점에서 상·하 또는 좌·우로 나누

어 흘러가게 된다. 이때 좌·우로 흘러나가는 바람은 건물 배후의 와류역으로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건물의 측면을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향하는 빠른 흐름

이 발생한다. 이를 하강풍이라 한다. 하강풍은 상승풍과 같이 건물이 고층일

수록 현저히 나타나며, 그만큼 상공의 빠른 바람을 지상으로 끌어내리게 된

다, 또한 고층 건물의 하단에서는 이러한 하강풍과 박리류가 합쳐져 매우 빠

른 바람이 형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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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역류

바람이 건물에 부딪히면 건물 높이의 2/3지점에서 상·하로 흘러나가는 바

람은 벽면을 따라 하강하여 지면에 도달하면 일부분은 작은 소용돌이를 치면

서 좌우로 흘러가고, 또 다른 일부분은 지면을 따라서 바람과는 반대의 방향

을 향하는데 이를 역류라 한다. 역류는 특히 고층건물의 전면에 건물이 위치

한 경우에 빠른 흐름을 보인다.

바) 개구부풍

건물의 하단부에 필로티(Pilotis)와 같은 개구부가 있을 경우에는 (그림 3.)

과 같이 건물의 풍상측(Windward)과 픙하측(Leeward)이 하나로 연결되어 벤

츄리 효과가 발생하게 되어 개구부를 통해 빠른 바람이 형성되는데 이를 개

구부풍이라 한다.

사) 가로풍

건물 군이나 도심지에서는 바람길이 형성된다. 건물 군이 횡을 따라 규칙

적으로 배치될수록 또는 횡의 폭이 넓을수록 바람이 불기 쉽다. 따라서 고층

건물에서의 박리류, 하강풍 등도 횡을 따라서 부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며,

이를 가로풍이라 한다.

아) 극간풍

고층 건물이 두 개동 이상일 경우에는 벤츄리 효과에 의해 각 건물에서 발생

하는 박리류, 하강풍 등이 합쳐져 건물사이에서 빠른 바람이 발생하게 되는

데 이를 극간풍 또는 골짜기바람이라고 한다.

(3) 풍력발전시스템이 적용된 초고층 건물의 형태에 따른 기류특성 분석

앞서 조사한 적용사례와 기존 연구(2011)46)를 참고하여 풍력발전시스템을

46) 이동윤, 초고층 고층 건물의 하이브리드 파워시스템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

위논문, 2011, pp. 5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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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한 초고층 건물형태 따른 기류를 분석하였다. 4가지 적용사례 중 온돌효

과를 이용한 방식을 제외한 나머지 적용사례의 대표적인 건물 형태를 (그림

3.23)와 같이 도출하였다.47) Type A는 풍력발전시스템을 건물과 일체화 시키

는 방법으로 2개의 건물 사이에서 벤츄리 효과로 인해 풍속이 증가하는 것을

이용하여 건물 사이에 풍력발전시스템을 설치한 유형으로 바레인 세계 무역

센터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Type B는 초고층 건물의 상층부인 옥상에 풍력

발전시스템을 적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유형으로 디스커버리 타워, 12 웨스트

건물, 롯데 잠실 슈퍼타워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마지막으로 Type C는 건물

측면에 풍력발전시스템을 설치하는 유형으로 사례로는 그린웨이 셀프 파크와

키네티가 아파트가 속한다.

(그림 3.23) 풍력발전시스템 적용한

초고층 건물의 형태 분류

전산유체역학 시뮬레이션을 실행하여 각 건물 형태에 따른 기류을 분석한

결과는 (그림 3.24)과 같다. Type A는 건물 사이에서 벤츄리 효과로 인해 풍

속이 강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단일건물과는 다르게 건물 뒤쪽의 난

류형성대가 멀리까지 분포되어있어 인접 건물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Type B의 경우 건물의 정면에서는 바람이 건물에 부딪쳐 벽면으로 바람이

47) SINISA STANKOVIC, NEIL CAMPBELL, ALAN HARRIES, URBAN WIND ENERGY, 2009, 

pp.149~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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흘러가면서 건물 양측면에 난류층이 일정한 간격으로 발생하며, 난류층 위로

박리류가 흐르는 모습과 하강류가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 상층부의

경우 설정풍속인 5.83m/s보다 옥상부분에서 작용하는 풍속은 6.35m/s로 풍속

이 8.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풍력발전시스템을 설치하기에 적합한 것으

로 나타났다. 하지만 건물의 측면에서는 건물의 앞쪽에 높은 압력이 작용하

고 건물의 뒤쪽은 낮은 압력대가 형성되어 풍속은 높지만 불규칙한 와류 및

난류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건물 측면에 풍력발전시스템

을 설치하는 것은 에너지 생산효율이 현저히 낮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Type C의 기류 흐름을 건물 높이에 따라 분석한 결과로는 건

물 최상부의 측면에서는 7.73m/s의 풍속이 넓은 면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건물 하부로 내려갈수록 설정 풍속에 비해 건물에 측면에 작용하는 풍속이

더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건물의 모서리에 부딪친 바람이 난

류층을 형성하지 않고 건물의 벽면을 흘러 풍속이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

다. 하지만 건물의 측면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구조적인 안정성과

소음 유발 등에 대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필수적이며, 적절한 크기의 풍력

발전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3.24) 건물 형태에 따른 전산유체역학 시뮬레이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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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의 고려요소

초고층 건물이 풍환경에 대해서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더라도 성능과 안

전을 객관적으로 검증받지 못한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스

템 효율문제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안전사고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의 성능과 안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검

증이 필요하다. 특히, 소음과 진동은 건물 거주자의 쾌적성과 직접적으로 연

관되기 때문에 중요한 고려요소이지만 이를 비전문가가 모두 검토하고 숙지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국내에서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1항의 설비인증심사기준, 제2항의 설비

심사기준, IEC 61400 시리즈를 기반으로 작성된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의 설비

심사세부기준에서 총 14절의 시험기준을 참고하여 고려요소를 도출하였다.

(1) 국내 소형풍력발전시스템 설비심사 세부기준

국내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의 설비심사 세부기준과 세부항목들은 <표 3.11>

과 같다. 6절 환경조건에서는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은 하중, 내구성 및 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및 전기적 조건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시스템 설계 시

이러한 조건들에 대해서 고려하고 설계문서에 관하여 심사를 실시한다. 7절

의 구조설계에서는 대체적으로 시스템의 구조적인 완전성을 판정하기 위해

구조부재의 극한강도 및 피로강도를 시험을 통해 검토한다. 9절 안전시험에

서는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의 각 부품과 장치에 대한 안전시험에 관하여 규정

하고 있으며, 내구성시험과 안전 및 기능 등의 세부항목들로 구성되어 심사

를 실시한다. 10절 전기시스템에서는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의 전기시스템 및

제어기, 발전기 등에 관한 규정과 관련 지침의 규격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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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심사기준 세부항목

환경조건(6절)

⋅환경조건(바람조건, 그 외 환경조건)

⋅외부조건(정상 및 극한 외부조건)

⋅전기부하조건

구조설계(7절)
⋅하중조건 및 측정 ⋅응력계산

⋅안전율 ⋅극한상태 해석

안전시험(9절)

⋅설계자료 검증 ⋅내구성시험(동적거동)

⋅기계부품시험 ⋅안전 및 기능

⋅환경시험 ⋅전기시험

전기시스템(10절)
⋅보호장치 ⋅낙뢰보호

⋅도체 및 케이블 ⋅전기부하

소형풍력발전시스템

출력성능 시험(12절)

⋅출력 성능시험 방법 ⋅출력성능 시험 장비

⋅측정절차 ⋅측정결과

<표 3.11> 소형풍력발전시스템 주요 설비심사 세부기준 및 세부항목

(2)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의 출력성능

설비심사 세부기준의 12절 소형풍력발전시스템 출력성능 시험에서는 시스

템의 출력성능에 관한 방법 및 절차와 결과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이 때

출력곡선(Power Curve)과 출력계수(Power Coefficient)가 중요한 고려요소로

작용한다.

가) 출력곡선(Power Curve)

모든 풍력발전시스템은 제조사와 사양에 따라 출력 대비 풍속을 나타내는

출력곡선(Power Curves) 또는 성능곡선(Wind Power Performance Curves)

을 가지고 있으며 발전기와 가까운 기상탑에 설치하여 이 곡선을 통해 풍력

발전기의 전력 생산을 예상할 수 있다.48) 실제 풍속은 수없이 변동하기 때문

에 일정한 선이 아닌 그림(3.25)와 같이 수많은 점들로 이루어진 값 들을 평

균하여 그래프로 그린 것이 바로 출력 곡선이다.

48) J.F. Manwell and J.G. McGowan, Wind Energy Explained, WILEY, 2010, p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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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 출력성능 측정과 츨력곡선 예시

출력곡선은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최저풍속(Cut-in speed), 최저풍속 사이

에서 풍속의 세제곱 비례하는 출력특성을 가지면서 최대 전력을 생산하는 지

점인 정격풍속(Rated wind speed)과 일정한 출력이 유지되다가 그 이상이 되

면 과회전 방지와 안전을 위해 출력이 제한되는 정지풍속(Cut-in speed) 지

점으로 구성되며, 각 지점에 따른 출력을 확인하여 가장 효율적인 풍력발전

시스템을 선정해야한다. 대부분의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은 12~15m/s에서 최대

전력을 생산하는 정격 풍속이 결정되며 정지풍속에 도달할 때까지 최대전력

을 생산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14~18m/s에서 정지풍속이 결정되는데 높은 풍

속에서의 과 회전을 방지하여 풍력발전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대부

분의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은 정지 풍속에 도달하면 나셀과 로터를 접는다. 정

지풍속 이후 풍력발전시스템의 성능이 0으로 떨어지는 것은 아니며 정격출력

의 30~70% 정도로 유지된다.49)

나) 출력 계수(Power Coefficient)

풍력발전시스템의 회전 날개 면적에 유입되는 풍력에너지로부터 실제 얻을

수 있는 기계적 동력에너지 변환 비율을 나타내는 것을 출력 계수(Power

49) 전현도, 초고층 건물의 풍력발전시스템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2010, pp.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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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efficient, )라 한다. Betz 증명에 의하면 이론적으로 풍력발전시스템의

최대 출력 계수 는 0.593으로 베츠계수(Betz limit)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어떤 형태의 풍력발전시스템이든지 풍력발전시스템 날개 회전면적으로 유입

되는 공기 유동 에너지의 59% 이하 범위 내에서만 공기역학적 출력에너지의

획득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최대 출력 계수는 블레이드 형태

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출력 계수는 이보다 작은 값을 가진

다. 풍력발전시스템 종류에 따른 출력계수는 (그림3.26)과 같다.

(그림 3.26) 풍력발전시스템 종류에 따른 출력계수

그래프에서 가로축은 풍력발전시스템의 블레이드 주속비(TSR, Tip-speed

ratio)로서 풍속에 대한 블레이드 선단속도의 비로써 최대 출력 계수는 특정

주속비에서 얻어질 수 있다. 선단속도는 블레이드 길이가 증가함에 따라 선

속도가 증가하며, 일정속도를 초과하면 소음발생의 원인으로 이어지기 때문

에 중요한 요소이다. 이상적인 풍력발전시스템의 출력 계수는 주속비가 증가

함에 따라서 베츠계수(Betz limit) 59% 상한에 지수(Log) 함수적으로 접근한

다. 그러나 실제 풍력발전시스템의 최대 출력계수는 일반적으로 최적의 주속

비가 존재하는 종 모양 (Bell-shaped) 곡선으로 나타난다. 풍력발전시스템 유

형별 출력계수는 고성능 프로펠러형은 주속비 5~6에서 약 0.48, 다리우스형은

주속비 4~5에서 0.42, 사보니우스형은 주속비 0.8에서 0.19 정도이다. 이와 같

이 풍력발전시스템은 그 종류와 형태에 따라서 고유의 출력계수와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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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속비가 다르게 존재하기 때문에 활용 목적과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적

정 시스템을 선정해야 한다.

(3) 풍력발전시스템의 소음

건물 외부에 설치된 풍력발전시스템에서 발생되는 기준 이상의 소음 문제

는 거주자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을 주기 때문에 중요한 고려요소이다.

풍력발전시스템의 소음은 <표 3.12>와 같이 공기역학적 소음과 기계적 소음

으로 구분 할 수 있으며 소음수준은 dB로 표시한다.50)

소음 특징

공기역학적 소음

(Aerodynamic Noise)

⋅바람이 블레이드를 통과하면서 발생

⋅로터속도에 따라 증가

⋅발전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대부분은

광대역 소음(Broad Noise)

⋅풍향의 변화에 따라 저주파대수의 소음 발생

기계적 소음

(Mechanical Noise)
⋅풍력발전시스템의 구성요소(기어박스)에서 발생

<표 3.12> 풍력발전시스템 소음의 분류

국내 초고층 건물에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을 설치 할 경우 대상 지역에 따른

소음기준을 고려하여 시스템을 선정해야 한다. 국내 생활소음 규제기준은

<표 3.13>와 같다. 국내의 소음 기준에서 소음원은 확성기와 사업장으로만

구분하였고 풍력발전시스템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국내 기준

에서 초고층 건물은 일반적으로 대상지역 (가)에 속하며, 소음 원을 풍력발전

시스템 대신 확성기가 외부에 설치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을 경우 아침, 저녁,

주간, 야간을 통틀어 소음 규제기준은 약 60~65dB로 볼 수 있다. 소형풍력발

전시스템 자체에 대한 소음은 설비심사 세부기준에서 시스템 소음에 주의하

라고 간단히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최근 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발전

기 자체의 소음이 크게 감소하여 현재 상용화된 일반적인 소형풍력발전시스

50) Daniel J. Alberts, Primer for Addressing Wind Turbine Noise, LAWRENEC TECHNICLA 

UNIVERSITY, 2006, pp.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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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의 소음은 53~55dB정도로 나타나51) 대상지역 (가)의 소음 규제기준보다

7~10dB 낮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대상 지역
시간대별

소음원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주간

(07:00～18:00)

야간

(22:00～05:00)

가. 주거지역, 녹지지

역, 관리지역 중 취락

지구 ㆍ주거개발진흥

지구 및 관광ㆍ휴양

개발진흥지구, 자연환

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ㆍ

종합병원ㆍ공공도서

관

확

성

기

옥외설치 60이하 65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옥외로

소음이나오는경우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장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사

업

장

동일 건물 45 이하 50 이하 40 이하

기타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사장 60 이하 65 이하 50 이하

나. 그 밖의 지역

확

성

기

옥외설치 65 이하 70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나오는경우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장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사

업

장

동일 건물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기타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사장 65 이하 70 이하 50 이하

<표 3.13> 국내 생활소음 규제기준 [단위 : dB(A)]

(4) 풍력발전시스템의 진동

국내 소형풍력발전시스템 설비심사 세부기준의 「9.4.2 내구성시험_동적거

동」에서는 시스템이 과도하게 진동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동적 거동

을 평가해야 하며, 동적 거동은 시동 풍속으로부터 20m/s 풍속의 바람에서

모든 운전조건하에서 관측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약 5, 10, 15 및 20m/s

의 풍속에서 5분간, 그리고 전체에서 적어도 1시간은 관측해야 하며, 각 풍속

에 대해서 최소 1분 이상 공진에 의한 진동이 없어야 한다. 또한 「11.2 지지

구조물_동적요구사항」에서는 소형풍력발전시스템 지지구조의 공진은 중요한

설계과제이며, 과대한 진동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의 공진주파수에서 연속 운전

51) 경남호, 박진철, 풍력발전 기술의 현황과 전망, 한국그린빌딩협의회 춘게학술강연회 논문집, 

2003, p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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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을 피하도록 해야 하고 지지구조가 사람이 살고 있는 건물인 경우에는

특히 더 중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풍력발전시스템이 운전 중 운전주파수

와 고유주파수에 의한 공진현상이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표 3.14>는 국내 진동 기준으로 초고층 건물의 경우 대상 지역(가)에 속하

기 때문에 주간 65dB이하, 심야 60dB이하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풍력

발전시스템 선정 시 이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시간대별

대상 지역

주간

(06:00～22:00)

심야

(22:00～06:00)

가.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ㆍ

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

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한 학

교ㆍ종합병원ㆍ공공도서

관

65 이하 60 이하

나. 그 밖의 지역 70 이하 65 이하

비고

1. 진동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3. 규제기준치는 생활진동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4. 공사장의 진동 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ㆍ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2시간 이하일 때는 +10dB을,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일

때는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5. 발파진동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에 +10㏈을 보정한다.

<표 3.14> 국내 생활진동 규제기준 [단위 : ㏈(V)]

(5) 풍력발전시스템의 하중

소형풍력발전시스템 자체의 하중에 관하여 국내 소형풍력발전시스템 설비

세부심사기준에서는 <표 3.15> 「7.3 구조설계_하중 및 하중조건」와 같이

하중 종류를 총 4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풍력발전시스템을 설계함에 있

어 설계하중을 결정하는 방법을 단순화한 하중의 식(7.4), 공탄성모델링(7.5),

기계적 하중 시험(9.3)까지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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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종류 세부 내용

진동, 관성 및 중력하중
관성, 자이로력, 진동, 진동 및 지지활동으로 인해 소형

풍력발전시스템에 작용하는 정적 및 동적 하중

공력하중
정적 및 동적 하중으로, 공기류와 소형풍력발전시스템

의 정지부와 가동부 공기류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

운전하중
⋅풍력발전시스템의 운전 및 제어에 의해 발생

⋅요 운동, 제동, 펄링, 피칭, 게통접속 등에 의해 발생

기타하중
제조자가 구체적으로 제사하는 특별한 운전환경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판단되는 모든 하중

<표 3.15> 소형풍력발전시스템 설비세부심사기준 하중 종류

국내「건설교통부 고시 제2000-153호 건축물 하중기준」에 명시된 건축물

의 구조계산에 적용되는 설계하중52)에서 적재하중은 집중적적재하중과 등분

포적재하중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건물의 구조에 의해 인위적으로 가해지는

무게로 물건과 사람이 그 대상이다. 따라서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은 적재하중

에 속한다. <표3.16>은 건물 용도별에 따른 등분포적재하중 기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을 설치하는데 있어 가장 유리한 지붕 및 옥상 기

준을 정리한 것이다.

종류 건축물의 부분 적재하중

지붕 및 옥상

가. 접근이 곤란한 옥상 100kg/㎡

나. 적재물이 거의 없는 옥상 200kg/㎡

다. 정원 및 집회용도 500kg/㎡

라. 헬리콥터 정착장(대형인 경우 제외) 500kg/㎡

<표 3.16> 지붕 및 옥상의 등분포적재하중

(6) 상용화된 국내 소형풍력발전시스템

지식경제부에서 발표한 “신·재생에너지산업 현황조사”에서는 국내 풍력발

전 제조업체가 2010년을 기준으로 32개 사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소형풍력발전시스템 인증제품으

52) 1. 고정하중 2. 적재하중 3. 적설하중 4. 풍하중 5. 지진하중 6. 지하수압․토압 7. 온도하중

    8. 유체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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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4개의 업체에서 총 6개가 등록되어 있으며, 각 시스템에 대한 사양은

<표 3.17>과 같다.

Model HWS-020 GWE-200BI DS-300 DS-1500 DS-3000 삼도리

모델타입 수평축 수직축 수직축 수직축 수직축 수평축

정격출력 0.062kW 0.2kW 0.3kW 1.5kW 3kW 3kW

정격풍속 8m/s 13.5m/s 15m/s 12m/s 12m/s 11m/s

시동풍속 - 4m/s <3m/s <3m/s <3m/s 1.2m/s

로터지름 0.95m 0.9m 1.06m 2.8m 4m 4.5m

중량 200kg 225kg 30kg
300kg

w/o tower
680kg

w/o tower
700kg

인증번호
WT-SWG-

1-0001

WT-SWS-

1-0002

WT-SWS-1

-0003

WT-SWS-

1-0004

WT-SWS-

1-0005

WT-SWS-

1-0006

<표 3.17> 국내 소형풍력발전시스템 설비인증 제품

현재 국내에서 설비인증을 받은 제품 대부분은 수직축 풍력발전시스템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직축의 경우 수평축보다는 효율성은 떨어지지만 풍향에

관계없이 운전이 가능하다는 점과 소음 및 진동이 수평축에 비하여 현저히

적기 때문에 도심지에 적용된 사례가 더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인증제

품의 시스템 용량은 0.062kW~3kW으로 나타났고 1kW급 제품의 시동풍속은

3m/s, 정격풍속은 8~15m/s로, 1~3kW급 제품의 시동풍속은 1.2~3m/s, 정격풍

속은 11~12m/s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내 초고층 건물에서 소형풍력발

전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한 최소 풍속은 3m/s 이며, 현재 서울 지역 200m높

이에서 평균 풍속이 5m/s인 것을 보아 적용 가능성은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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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초고층 건물의 소형풍력발전 시스템 적용 프로세스 제안

앞서 도출한 대상 지역, 대상 건물,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의 고려요소들을 바탕으로

하여 건물 일체형을 제외한 상층부와 측면부 적용을 대상으로 초고층 건물의 소형

풍력발전시스템 적용 프로세스를 (그림 3.27)과 같이 제안하였다. 적용 단계는 적용

가능성 평가단계, 적용계획 단계, 적용 방안 검토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적용 가능성 평가 단계는 대상 건물에 대한 전반적인 설계 개요와 대상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파악하고 기후적 특성과 풍환경을 검토함으로써 대상 건물의 소형풍

력발전시스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단계이다. 지리적 특성에는 지형 및 위치, 주

위 환경 등이 있으며, 기후적 특성으로는 대상 건물 높이에서의 풍속, 주풍향, 풍력

밀도 등이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시스템의 적용 가능성뿐만 아니라 생산량에 영향

을 미친다. 풍환경 검토에서는 전산유체역학 시뮬레이션 또는 풍동실험을 통해 건

물 전체의 기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설치위치 및 배치계획 단계에서는 대상 지역의 풍력자원을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적용 방안을 수립하는 단계로 건물의 전력 에너지 사용량을 분석하여 적용 목표를

설정한다. 이 때, 적용목표는 담당 전력량과 같은 에너지 성능 목표와 디자인 목표

로 나눌 수 있다. 다음으로 전산유체역학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건물의 기류분석

을 통해 풍속이 높고 난류 발생이 적은 지점을 도출함으로써 시스템의 최적의 설치

위치를 선정한다. 설정된 목표와 설치 위치에 따라서 시스템을 선정하고 배치하도

록 한다.

적용방안 검토 단계에서는 설치위치 및 배치계획 단계에서 수립한 적용 방안에

대하여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의 에너지 성능을 평가하여 목표에 부합하는 최적 적용

방안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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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 초고층 건물의 소형풍력발전시스템 적용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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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소결

본 장에서는 건물에서의 풍력발전시스템 적용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초고층 건물

에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한 고려요소를 대상 지역, 대상 건물, 소형풍

력발전시스템을 기준으로 도출한 뒤, 적용 프로세스를 제안하였다. 현재 초고층 및

고층 건물에서의 풍력발전시스템 적용 방식을 크게 4가지로 도출할 수 있다.

① 건물과 일체형 적용

② 건물의 상층부 적용

③ 건물의 측면부 적용

④ 건물에서 발생하는 연돌효과를 이용하여 적용

건물과 일체화 시키는 방안은 건물의 계획 및 설계 초기 단계에서부터 대

상 지역의 주풍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건물의 형태와 배치를 계획하

여 풍동실험과 전산유체역학 시뮬레이션을 통해 그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풍력발전시스템을 설치를 위해서는 안전을 비롯한 소음, 진동, 하

중 등에 관한 충분한 고려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건물 상층부 적용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대상 지역의 기후와 주변환경을

분석함으로써 대상 건물의 상층부에서의 기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 유무를

비롯한 적용 가능성을 판단한다. 다음으로 풍동실험 또는 전산유체역학 시뮬

레이션의 통해 기류를 분석하여 최적의 설치 장소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건

물 상층부의 경우 일반적으로 안정적인 풍속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방식보다 풍력발전시스템 적용에 유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건물 측면부의 적용 절차는 건물 상층부와 동일하지만 측면설치로 인해 소

음, 진동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설치 전 충분한 사전 대책이 필요

하다. 또한 건물이 고층일수록 시공이 까다로우며, 설치 후에도 안전에 관한

완벽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높은 풍속 확보에도 불구하고 초고층 건물에서의

사례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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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내부에서 발생하는 연돌효과를 이용한 적용 방안은 건물의 높이 차에

의해 내부에 발생되는 연돌효과에 의해 풍력발전시스템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아직까지 그 적용사례는 상암 DMC가 유일하다.

적용사례를 검토한 결과, 각 적용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건물에

서 풍력발전시스템을 설치절차는 크게 기후분석, 풍동실험 및 전산유체역학

시뮬레이션 실시, 풍력발전시스템 선정 및 시공으로 크게 3단계로 분석되었

다. 또한 초고층 건물에서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을 적용하기위해서 건물 일체

형과 같이 건물의 형태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고 여러 제약 조건이 많다.

건물의 측면부 적용 방안은 아직까지 시공 기술과 설치에 따른 시스템의 효

율이 검증되지 않았으며, 안전에 관한 대책도 미흡한 실정이다. 온돌효과를

이용하는 방안은 이론적으로만 계획한 것으로 실제 시공이 이루어진 다음 타

당성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하지만 건물 상층부의 경우 안정적인 풍속을

확보할 수 있고 시공, 안전 등에 관하여 다른 적용 사례보다 소형풍력발전시

스템을 적용하기에 유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고려요소를 <표 3.18>과 같이 대상 지역, 대상 건물, 소형풍력발

전시스템을 기준으로 도출하였다. 각 고려요소들은 궁극적으로 시스템의 에

너지생산 효율성 및 실제 적용가능성을 결정짓는다고 볼 수 있다.

구분 고려요소

대상 지역
⋅풍속 ⋅풍향

⋅최대 순간풍속 ⋅풍속 분포

대상 건물
⋅건물에서의 압력분포

⋅건물에서의 기류 특성

소형풍력발전시스템
⋅국내 소형풍력발전시스템 설비심사 세부기준

⋅소음, 진동, 하중

<표 3.18> 초고층 건물의 소형풍력발전시스템 적용을 위한 고려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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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초고층 건물에서의 소형풍력발전 시스템

적용 프로세스 검증

본 장에서는 앞서 제시한 초고층 건물의 소형풍력발전시스템 적용 프로세

스를 검증하기 위해서 실제 국내 초고층 건물을 선정하여 사례분석을 실시하

였다. 대상 건물은 2012년 완공예정인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초고층 건물로

선정하였으며, 앞서 제안한 적용 프로세스 단계에 따라서 대상 지역의 풍력

자원을 검토한 뒤, 대상 건물의 전력 사용량 분석에 따라 소형풍력발전시스

템의 담당 전력량을 결정하여 설계 목표를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전산유체역

학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건물의 기류 흐름을 분석함으로써 시스템의 최적

설치 위치를 선정하였으며, 앞서 계획한 설계 목표를 토대로 현재 상용화된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을 선정하여 배치를 계획하였다. 마지막으로 결정된 적용

방안을 평가하기 위해서 예상 전력 생산량과 디자인, 경제성 평가를 통해 최

적 적용 방안을 도출하였다.

4.1 대상 건물 선정 및 기후분석을 통한 풍환경 평가

4.1.1 대상 건물 선정

(1) 설계 개요

2012년 완공을 목표로 서울 여의도에 건설 중인 서울국제금융센터(SIFC,

Seoul International Finance Center)는 서울시와 AIG 부동산 개발이 민간 협

력 체제를 구축하여 동북아 금융허브 도약을 목표로 하는 복합건물 프로젝트

이다. 전체 건물 단지는 업무용 건물 3개동과 5성급 호텔까지 총 4개동이며,

모든 건물이 지하를 통해 하나로 연결된 구조이다. ONE IFC는 이미 올해 11

월 완공되었고 대상 건물을 포함한 나머지 건물들은 2012년 8월에 완공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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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다.

서울국제금융센터 건물은 빗물 저수 활용 시설, 태양 에너지, 빙축열 시스템

등의 친환경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고 환경의

영향을 최소화한 친환경 초고층 건물로 계획되었다. 현재 미국 ASHRAE

90.1-2004 기준에 비해 15% 가량 에너지가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현재

친환경건축물예비인증 ‘우수’등급을 받았으며, LEED C&S Silver 최종 인증

을 기다리고 있다. 특히, 호텔 옥상에 태양열 집열판을 설치해 연간 온수공급

에 필요한 에너지의 2%를 감소시키고, 남측 벽면의 300㎡에 120W 태양전지

모듈을 설치해 연간 43MWh의 전기를 생산하여 건물에서의 에너지 절감효과

를 예상하고 있다.

대상 건물 THREE IFC는 단지 내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284m로 1층 로

비, 2층 판매시설, 3층~5층의 기계실을 제외하고 6층에서 55층까지 모두 업무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세한 설계 개요는 <표 4.1>과 같다. (그림 4.1)은

대상 건물 조감도 및 배치도를 나타내고 있다.

건물 구 분 내 용

전체건물단지

위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 23-1

대지면적 33,058㎡ (10,000 평)

연면적 지상 306,721㎡/지하 200,552㎡ (총 연면적 507,273㎡)

건축면적 15,554.16㎡

주 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용도 업무시설, 호텔

건물 구성 오피스타워ⅠⅡⅢ, 호텔

공사기간 2008.01.17. ~ 2012.08.31.

대상 건물

THREE IFC

건물규모 284m (지하 7층, 지상 55층)

연면적 128,964㎡

완공시기 2012.12

용도 업무시설

<표 4.1> 설계 단지 및 대상 건물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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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대상 건물 조감도 및 배치도

THREE IFC는 (그림 4.2)와 같이 이미 완공된 63빌딩보다 35m 더 높은

284m로 단지 내의 나머지 건물들과 달리 현재 국내 초고층 건물의 법적 기

준을 유일하게 만족시키는 건물로서 건물 높이에 따라 얻을 수 있는 풍력 에

너지를 활용하여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의 설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림 4.2) 대상 건물과 기존 초고층 건물의 높이 비교

(2) 대상 지역 현황

대상 건물이 위치한 주변 현황은 (그림 4.3)과 같이 북서와 북동쪽을 중심

으로 한강공원과 한강이 인접해있으며, 서쪽으로 국회의사당과 국내 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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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가 위치하고 남쪽으로는 북동쪽에 위치한 여의나루역과 연결되는 여의도

역, 동쪽으로는 63빌딩을 비롯한 아파트 단지와 학교들이 밀집해있다. 대상

지역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상 건물은 인접한 한강으로 인하여 다른 도심

지에 비하여 풍력 에너지의 잠재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또한 대상 건물이 높

이가 284m인 초고층 건물이라는 점과 주변 지역에 고층 건물이 분포하고 있

지만 북서쪽과 남서쪽에 위치한 약 130m 높이의 업무용건물 이외에는 대상

건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층 건물은 없기 때문에 소형풍력발전시스템 적

용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3) 대상 건물 주변 현황

4.1.2 대상 지역의 기후분석

(1) 대상 지역의 풍향 및 풍속

대상 지역인 영등포의 풍향 및 풍속은 기상청에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높이 80m 기준에서 영등포 지역의 풍향 및 풍속을 기상청에 기

록된 2003년에서 2007년까지의 평균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표4.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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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였다. 또한 연 평균 풍속 5m/s 이상 비율은 15.6%로 나타났고 계절

별로는 봄철이 3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러한 기상청 자료를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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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대상 건물 284m 높이에서는 평균 풍속과 5m/s 이상 비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대상 지역에서의 풍속은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을 적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연 평균
봄철

평군

여름철

평균

가을철

평균

겨울철

평균

평균풍속 3.7m/s 4.0m/s 3.8m/s 3.4m/s 3.5m/s

5m/s 이상

비율(%)
15.6% 31.5% 15.9% 8.1% 10.8%

주풍향 서(W) 서(W) 서(W) 동(E) 북서(NW)

주풍향

비율(%)
22.9% 30% 20.1% 21.8% 26.8%

<표 4.2> 영등포 지역의 풍향 및 풍속 (80m 높이 기준)

다음으로 영등포 지역의 바람장미 지도를 (그림 4.4)와 같이 정리하여 분석

한 결과, 연 평균 주풍향은 22.9% 비중을 차지하는 서풍(W)으로 나타났다.

봄철과 여름철의 주풍향은 서풍(W)으로 동일하였으며, 가을철은 동풍(E), 겨

울철은 북서풍(NW)으로 나타났다.

(그림 4.4) 영등포 지역 바람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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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풍속 풍향

2006년 03월 04일 20.2m/s 서남서(SWS)

2007년 08월 09일 18.7m/s 남서(SW)

2008년 04일 25일 19.7m/s 남서(SW)

2009년 02월 13일 20.1m/s 남(S)

2010년 09월 02일 21.6m/s 남남동(SSE)

<표 4.3> 서울 지역의 최대 순간풍속

다음으로 <표 4.3>은 2006년~2010년까지 서울 지역의 최대 순간풍속을 나

타낸다. 총 4년 동안 최대 순간풍속은 평균 20m/s로 나타났으며, 이는 상용

화된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의 구조물 파괴와 효율에는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

으로 판단된다.

(2) 대상 건물 높이에서의 풍속

영등포 지역의 기상청 자료를 바탕으로 대상 건물 높이에서 발생하는 풍속

을 Deacon 방정식을 이용하여 도출함으로써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의 적용 가

능성을 평가해 보았다. Deacon 방정식에서 지면 거칠기는 대도시 기준인

1.6m로 적용하였으며, 풍속의 경우 정확성을 위해서 기상청에서 기상예보를

위해 10m에서 실측한 1.7m/s을 적용하였다. 풍속 보정 결과, (그림 4.5)와 같

이 높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풍속도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

며, 100m 지점은 4.04m/s, 200m 지점은 4.73m/s 마지막으로 300m 지점에서

는 5.12m/s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대상 건물의 실제 높이인 284m 지점에서

는 약 5.07m/s로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을 운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 풍속인

3m/s보다 높기 때문에 적용 가능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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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대상 건물 높이에 따른 풍속 변화

4.1.3 전산유체역학 시뮬레이션을 통한 대상 지역의 풍환경 검토

앞서 대상 지역의 현황 및 기후 분석 결과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의 적용 가

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어 풍향 및 풍속의 기후자료를 토대로 전산유체

역학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대상 건물의 전체 단지의 기류를 분석하여 전체

적인 풍환경 검토를 실시하였다,

(1) 시뮬레이션 개요 및 입력 조건

최근 초고층 건물에 풍력발전시스템을 적용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서

건물 주위의 대기 유동장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본 연구

에서는 도시 건물군 및 건물형상의 복잡성을 고려하는 전산유체역학 시뮬레이

션 (CFD, Computational Fluid Dynamics)프로그램인 STAR-CCM+4.02를 사용하

였다. 시뮬레이션 입력 값은 <표 4.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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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STAR-CD CCM+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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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4> 전산유체역학 시뮬레이션 입력 조건

시뮬레이션에 입력한 풍속은 영등포 지역 10m 높이에서의 평균 풍속인

1.7m/s, 지면 거칠기 정도는 1.6m로 설정하여 Deacon 방정식으로 보정하였

다. 결과의 정확성을 위해 10m 높이별 풍속을 도출하였으며, 결과는 <표

4.5>와 같다. 높이 100m 이상부터 풍속은 4m/s대를 넘었고 270m 이상부터는

5m/s대의 풍속이 나타났다.

구간범위

(m)

구간풍속

(m/s)

구간범위

(m)

구간풍속

(m/s)

구간범위

(m)

구간풍속

(m/s)

구간범위

(m)

구간풍속

(m/s)

10 1.70 110 4.14 210 4.78 310 5.15

20 2.40 120 4.23 220 4.82 320 5.19

30 2.82 130 4.31 230 4.87 330 5.21

40 3.12 140 4.38 240 4.91 340 5.24

50 3.34 150 4.45 250 4.95 350 5.27

60 3.53 160 4.51 260 4.98 360 5.30

70 3.69 170 4.57 270 5.02 370 5.32

80 3.82 180 4.63 280 5.06 380 5.35

90 3.94 190 4.68 290 5.09 390 5.37

100 4.04 200 4.73 300 5.12 400 5.40

<표 4.5> 대상 지역의 보정식을 통한 높이별 평균풍속



- 93 -

대상 건물을 포함한 단지 모델링은 (그림 4.6)과 같다.

(그림 4.6) 대상 건물 단지 모델링

(2)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대상 건물 단지의 전체적인 기류는 주풍향이 불어오는 쪽에서는 안정적인

풍속 분포를 보였으며 ONE IFC와 대상 건물인 THREE IFC에서 벤츄리 효

과와 각 건물에서 발생하는 박리류와 하강풍이 합쳐져 건물 사이에서 빠른

풍속의 곡간풍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주풍향이 불어나가는

건물 뒤쪽으로는 풍속이 급감되면서 난류 영역이 넓게 형성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건물 정면에서는 대체적으로 대상 건물을 중심으로 높은 풍속이 분포하고

있으며, 특히 좌측 벽면과 헬리포트가 위치한 옥상 주변부로 바람이 집중적

으로 모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의 좌측면에서 형성되는 빠른 풍속은 건

물의 측면이 사선으로 깎인 형태이기 때문에 그 벽면을 타고 흐르는 풍속이

가속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상 건물 기류의 경우 건물 옥상에서도 주풍향

을 바로 받는 곳에서 풍속이 강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건물 모서리에서

주위의 바람보다 빠른 풍속을 보이는 박리류가 생성되어 건물 하단의 벽면을

타고 흐르는 상승풍과 합쳐져 건물 옥상에서 최대 약 6m/s의 높은 풍속을

보였다.

대상 건물 측면에서는 대상 건물의 앞쪽으로 정압이 작용하고 건물의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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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부압 형성되어 풍속이 약하고 불규칙한 난류 영역이 넓게 발생하였으며,

건물의 옥상 모서리에서 부딪힌 바람이 상승하면서 전면에서 불어오는 바람

과 합쳐져 헬리포트를 중심으로 높은 풍속 분포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대상 건물 단지에서는 주풍향이 불어오는 쪽의 건

물들은 대체적으로 강한 풍속 분포를 보였다. 대상 건물의 경우 수직적 높이

에 따라서 강한 풍속 분포를 보였으며, 건물 옥상에서의 풍속은 최대 약

6.5m/s로 나타나 같은 높이에서의 보정풍속인 5m/s보다 26% 증가율을 보였

다. 또한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을 운전하는데 필요한 최소 풍속 3m/s보다 2배

높은 풍속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건물 옥상은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을 설치하

기에 적합한 풍환경으로 판단된다.

(그림 4.7) 대상 건물 단지 기류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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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간 조명

전력사용량

연간 기계설비

전력사용량

연간 기타

전력사용량

연간 총

전력사용량

THREE IFC 9,269.6 14,804.7 9,269.6 약 33,3444

<표 4.6> 대상 건물의 연간 전력사용량 MWh

4.2 목표 설정 및 적용계획

4.2.1 대상 건물 예상 전력 사용량 분석을 통한 담당 전력량 설정

대상 건물에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예상 전력량을 분석하

여 담당 전력량을 설정함으로써 시스템의 용량과 대수를 결정할 수 있다. 초고

층 건물은 엘리베이터를 비롯한 외부조명 등의 전력 사용량이 일반 건물보다 크

기 때문에 본 장에서는 대상 건물에 적용하는 소형풍력발전시스템에서 생산되는

발전 전력량으로 건물의 엘리베이터 전력량을 일부 담당하고자 한다. 시공사 측

에서 제공한 대상 건물 THREE IFC의 연간 전력사용량은 <표 4.6>와 같이

33,344MWh로 이 중 엘리베이터가 포함된 기계설비 전력사용량이 44.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계설비의 연간 전력사용량은 14,804.7MWh로 그중에서 대상 건물에서 운영

예정인 엘리베이터 37대의 연간 전력사용량은 총 1,576.8MWh로 분석되었다.

<표 4.7>은 대상 건물의 엘리베이터 대수와 각각의 전력 사용량을 나타낸다.

구분 대수 설치장소 Motor Capacity(MWh/년)

THREE IFC

8 HIGHRISE 248.784

8 MIDRISE 44층 213.744

8 MIDRISE 33층 178.704

1 SERVICE 35호기 308.352

1 FIREMAN`S 178.704

8 LOWRISE 126.144

1 SERVICE 36호기 248.784

2 SHUTTLE 73.584

소계 37 1,576.8

<표 4.7> 대상 건물의 엘리베이터 연간 전력 사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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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전산유체역학을 통한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의 최적 위치 선정

(1) 대상 건물의 기류분석을 위한 해석 영역

대상 건물의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그림 4.5)와 같이 대상 건물의 수직 방

향으로 50m씩 높이 250m까지 총 5부문으로 나누었으며, 건물 옥상 면 270m

와 헬리포트가 위치한 284m 부분을 추가로 나누었다. 해석 영역은 주풍향이

불어오는 옥상 부분을 중심으로 계획하여 수평방향으로는 주풍향을 직각으로

받는 건물의 정면부분과 측면부분까지 총 9부분으로 나누어 분석을 수행하였

다. 시뮬레이션 입력 조건은 <표4.4>, 대상 지역의 높이별 평균 풍속은 <표

4.5>와 동일하다.

(그림 4.8) 대상 건물의 기류해석 영역

(2) Section 1 ~ Section 7 분석 결과

대상 건물을 높이별로 나눈 Section 1 ~ Section 7의 분석 결과, 50~200m

높이에서는 대상 건물을 포함한 모든 건물의 후면으로 소용돌이 형태의 난류

영역이 형성되었으며, ONE IFC와 대상 건물 사이에서는 벤츄리 효과로 인해

5m/s의 강한 풍속의 바람이 흘러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TWO IFC는 다른

건물보다 먼저 주풍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건물에 부딪힌 바람과 건물 뒤

쪽의 난류영역이 다른 건물의 기류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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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1 (50m) Section 2 (1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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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건물은 앞에 위치한 TWO IFC의 간섭으로 인하여 정면에서는 소용돌

이와 역류가 발생하여 주변보다 약한 풍속이 나타났다.

하지만 TWO IFC의 건물 높이인 199m 이상부터 대상 건물에 대한 간섭이

점차 줄어들고 높이 270m에서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층부로 갈수록 대상 건물 뒤쪽의 난류 영역 역시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높이 270m의 건물 옥상 모서리 부분에서 부딪쳐 흘러가는 바람

이 헬리포트 구조물 면을 타고 이차적으로 부딪쳐 흘러가기 때문에 헬리포트

의 존재는 건물 옥상에 분포하는 기류 패턴과 풍속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풍향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는 면에서 최대 6.5m/s의 강한 풍속

이 분포하여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을 설치하는데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헬

리포트의 뒤쪽에서의 풍속은 0~2m/s로 나타나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을 설치하

기에 불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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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5 (250m) Section 6 (270m)

Section 7 (284m)

(그림 4.9) Section 1~7의 CFD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3) Section 8 ~ Section 11 분석 결과

건물 Section 8 ~ Section 11 분석 결과, 건물 옥상에서의 난류영역과 풍속

은 헬리포트의 영향을 받는다. Section 8은 주풍향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는

부분으로 안정적인 풍속과 난류영역이 적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ection 9의 경우 헬리포트가 위치하는 바로 앞부분으로 건물 옥상 모서리에

부딪힌 바람이 다시 헬리포트 하부 면을 따라 흐르면서 난류영역 위로 6m/s

이상의 강한 풍속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ection 10은 헬리포트까지

위치한 지점으로 위쪽으로는 여전히 강한 풍속이 존재하고 양 측면 역시 위

쪽보다는 약하지만 약 4m/s 풍속이 분포하고 있다. Section 11과 같이 헬리

포트 뒤쪽으로는 헬리포트에 의한 상승 난류의 영향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풍속이 약하게 나타났으며, 측면에서의 난류영역이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헬리포트 앞부분에 위치한 지점들이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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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하기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Section 8 Section 9

Section 10 Section 11

(그림 4.10) Section 8~11의 CFD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4) Section 12 ~ Section 16 분석결과

Section 12 ~ Section 16 분석결과, 건물 모서리 부분과 가까운 Section 12

와 Section 13의 주풍향을 바로 받는 곳을 중심으로 대부분 풍속이 강하게

분포되며, 건물 옥상 모서리에 부딪힌 바람이 위쪽으로 흘러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상 건물 측면의 모서리가 사선으로 깎여진 부분에서는 바

람이 자연스럽게 흘러나가고 건물 뒤쪽으로는 건물의 하단부에서 생성된 소

용돌이 일부와 상승풍이 벽면으로 타고 올라와 불규칙한 풍속이 형성되기 때

문에 건물의 후면부에는 풍력발전시스템을 설치하기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된

다. Section 14에서는 건물 좌측 옥상 모서리의 경우 헬리포트의 영향이 작기

때문에 기류 흐름이 안정적인 반면 우측에서는 헬리포트에 면을 타고 부딪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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흘러나가는 바람으로 인해 불규칙한 난류영역이 크게 형성되며, Section

15~Section 16도 역시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주풍향의 영향을 가

장 먼저 받는 대상 건물 옥상 부분에서 강한 풍속과 안정적인 기류가 분포하

고 난류영역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을 설치하기에 적

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Section 12 Section 13

Section 14 Section 15

Section 16

(그림 4.11) Section 1~6의 CFD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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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상 건물에서 소형풍력발전시스템 최적 설치 위치

시뮬레이션을 통한 건물의 기류분석 결과,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을 설치하기

에 최적의 위치는 (그림 4.6)과 같이 Section A와 Section B인 것으로 판단된

다. 각 지점에서 난류영역은 평균적으로 건물 옥상 바닥면에서 최대 2m 높이

까지 분포하기 때문에 타워의 높이를 2m 이상으로 하여 소형풍력발전시스템

을 설치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건물 옥상 바닥을 기준으로 높이

2m 지점에서 Section A에서의 평균 풍속은 약 6.28m/s, Section B의 평균

풍속은 약 5.52m/s로 나타났다.

(그림 4.12) 소형풍력발전시스템 최적 설치 위치

4.2.3 소형풍력발전시스템 선정 및 배치계획

(1) 소형풍력발전시스템 선정

대상 건물에 적용할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은 국내에서 설비인증을 받은 제품

항목 중에서 출력이 높고 풍향에 관계없이 운전이 가능한 수직축시스템을 기

준으로 DS-3000 모델을 선정하였으며, 시스템의 개요는 <표 4.8>과 같다.

DS-3000은 내부 블레이드는 항력형의 사보니우스, 외부 블레이드는 양력형의

다리우스인 이중 블레이드 구조로 되어 있어 시스템의 효율을 높인 제품이

다. 또한 시스템 자체의 소음, 진동, 하중은 설비심사 세부기준을 모두 통과

하였기 때문에 관련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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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특징

Nominal electrical power generated 3kW

Rotation Axis Vertical Axis

Rotor diameter 4m

Cut in wind speed < 3m/s

Rated Wind Speed 12m/s

Cut out wind speed 15m/s

Survival Wind Speed 60m/s

Turbine Weight 680kg without tower

Blades Material Anodized Aluminum

Corporation/Certification ㈜하이에너지코리아/에너지관리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

<표 4.8> 소형풍력발전시스템 개요

DS-3000 제품의 출력곡선은 (그림 4.7)과 같으며, 최저 풍속은 3m/s, 정격

풍속은 12m/s, 정지 풍속은 15m/s이다.

(그림 4.13) DS-3000 출력곡선

(2) 소형풍력발전시스템 배치계획

대상 건물의 입면상 배치는 설치 위치에서 난류의 영향이 적은 높이를 산

정하여 최소 허브 높이(Hub Height)를 결정해야 한다. 대상 건물에서 기류

분석결과, 설치 위치에서의 난류 영향이 적은 높이인 3m를 타워 높이로 정하

였고 최소 허브 높이는 5m로 설정하였다. 평면상의 배치를 위해서는 설치되

는 풍력발전시스템이 다른 시스템의 전력 생산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

풍향에 대해 적당한 이격거리를 유지해야한다. 적정이격거리는 설치지역,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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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풍속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풍력발전시스템의 로터 지름에 따라

시스템 간의 적정이격거리를 고려해야 한다. 대상 건물에서 풍력발전시스템

을 최적 위치에 설치할 경우, 주풍향을 기준으로 횡열로 평행하게 배치되기

때문에 이때의 적정이격거리는 로터지름의 2~4배가53)최적이다. 선정된 풍력

발전시스템이 3kW급의 로터지름은 4m 이므로 적정이격거리는 8m이며, (그

림 4.8)과 같이 Section A의 길이는 52.5m로 4대, Section B는 34.5m로 3대,

최대 7대의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

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Section A, B 벽면에서 이격거리를 2m 두

어 시스템을 설치하여 블레이드가 외부로 나오지 않도록 계획하였다. 이때

헬리포트는 옥상 바닥면에서 14m 높이에 위치하기 때문에 소형풍력발전시스

템을 설치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선정된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은 국내에서 설비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자체 하

중으로 인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옥상 설치 시 이격거리를

포함한 시스템 하나의 설치면적은 8.73㎡, 설치하중은 1ton이며,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하중은 114.5kg/㎡으로 건물 옥상의 등분포적재하중 기준인 500kg/

㎡에 크게 미치지 못하므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14) 대상 건물의 소형풍력발전시스템 배치 계획

53) Mukund R. Patel, Wind and Solar Power Systems, CRC Press, 199, pp.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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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적용 방안 평가

대상 건물에서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대상 건

물의 기후 분석과 기류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대상 지역 및 건물에서의 풍환

경을 검토함으로써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다음으로 적용 계획 단계에서

는 건물의 전력량을 분석하여 목표 담당 전력량을 설정한 후, 기류시뮬레이

션을 통한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의 적정 설치 위치를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목표 담당 전력량과 설치 위치 결과를 바탕으로 적정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을

선택하여 배치 및 설치하였다. 본 절에서는 (그림 4.9)와 같이 대상 건물에

적용된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의 연간 에너지 생산량을 산출하여 적용 방안을

평가하였다.

(그림 4.15) 대상건물의소형풍력발전시스템설치조감도

4.3.1 대상 건물의 소형풍력발전시스템 연간 발전량

RETScreen 평가도구는 캐나다의 정부기관과 해당 관련 산업체의 전문가들

로 구성된 CEDRL(CANMET Energy Diversification Research Laboratory)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신재생에너지 관련 프로젝트의 표준 통합 분석용 도구이

다. 현재까지 풍력을 비롯한 총 10가지 요소기술이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다.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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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평가도구를 이용하여 대상 건물에 적용된 소형풍력발전시스템 7대의 연간

전력 생산량을 산출하였다. 이때 풍속 값은 기상청에서 제공한 영등포 지역

10m 높이에서 실측된 1.7m/s으로 설정하였고 소형풍력발전시스템과 관련된

입력 값은 업체에서 제공하는 제품 사양을 참고하였다. 산출 결과, 소형풍력

발전시스템 7대에서 생산하는 연간 전력량은 총 17MWh/년로 나타났으며, 이

는 대상 건물 엘리베이터의 연간 전력사용량 1,576.8MW의 약 1.1%를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54) 이의준,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에너지 및 온실가스 저감량 국제 평가도구 RETScreen 소개, 

대한기계학회저널, 2011, p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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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소결

본 장에서는 실제 초고층 건물을 선정하여 제 3장에서 제안한 초고층 건물

의 소형풍력발전시스템 적용 프로세스를 따라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을 적용함

으로써 프로세스를 검증하였다.

적용 가능성 평가 단계에서는 대상 건물을 선정하여 대상 건물 개요 및 지

역의 기후를 분석하고 전산유체역학 시뮬레이션을 통해 대상 건물의 기류를

분석하여 풍환경을 평가하였다. 대상 건물인 서울국제금융센터의 THREE

IFC는 높이 284m, 55층 초고층 건물로 수직적 높이에 따른 풍속 증가를 기

대할 수 있다. 또한 주변 건물 중 대상 건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층 건물

이 없고 인근에 한강이 위치하고 있어 풍력 에너지의 잠재성이 높다고 판단

된다. 대상 지역 영등포의 풍속 및 풍향을 분석한 결과, 연 평균 풍속은

3.7m/s으로 나타났고 주풍향은 서풍(W)으로 분석 되었다. 다음으로 기상청에

서 제공한 10m 높이에서 실측한 풍속 자료를 토대로 Deacon 방정식으로 대

상 건물 높이까지 풍속을 보정한 결과, 284m 지점에서 풍속은 약 5.07m/s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전산유체역학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대상 건물의 전

체 단지의 기류를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대상 건물을 중심으로 강한 풍속

이 분포하였으며, 284m에서의 풍속이 보정 풍속보다 26% 증가한 6.5m/s를

보였다. 기상청의 연 평균 풍속, 284m에서 보정된 풍속, 시뮬레이션을 통한

풍속 모두가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을 운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 풍속인

3m/s보다 높기 때문에 적용 가능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적용 계획 단계에서는 우선, 소형풍력발전시스템에서 생산되는 발전 전력량

으로 건물의 엘리베이터 전력량을 담당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으며, 대상 건물

엘리베이터 37대의 연간 전력사용량은 총 1,576.8MWh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대상 건물의 기류를 분석하여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의 최적

위치를 도출하였으며, 대상 건물에 적용할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은 국내에서 설

비인증을 받은 제품 중 3kW급 수직축시스템을 선정하였다. 배치계획은 허브

높이(Hub Height)는 난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옥상 바닥면으로부터 5m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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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설정하였으며, 시스템의 적정 이격거리인 8m를 기준으로 최대 7대의 소형

풍력발전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스템 하나의 단위 면

적당 작용하는 하중은 114.5kg/㎡으로 건물 옥상의 등분포적재하중 기준인

500kg/㎡에 크게 미치지 못하므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소음, 진동

의 경우 국내 소형풍력발전시스템 설비심사 세부기준을 만족시켰으므로 시스

템 자체로 인한 사고 및 관련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적용 방안 평가 단계에서는 대상 건물에 적용된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의 에

너지 생산량과 경제성을 통해 적용 방안을 평가하였다. RETScreen 평가도구

를 사용하여 연간 전력생산량을 산출한 결과, 소형풍력발전시스템 7대에서

생산하는 연간 전력량은 총 17MWh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대상 건물 엘리베

이터의 연간 전력사용량의 약 1.1%를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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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초고층 건물은 제한된 국토조건에서 도심지의 인구 과밀화 현상을 해결함

과 동시에 다양한 상업문화 공간의 창출을 통한 지역개발의 효과로 국가의

경쟁력과 이미지를 격상시키는 방안으로 급부상하였다. 하지만 과도한 에너

지 소비와 그에 따른 CO2 배출이 문제되면서 이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에 직

면해 있다. 따라서 최근 초고층 건물에서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CO2 배출

과 화석연료 고갈에 따른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외부 의존도를 줄일 수 있

는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자원인 신·재생에너지 자원 적용이 증가하고 있다.

그 중 풍력에너지는 발전 용량의 비중이 가장 클 뿐만 아니라 비교적 단기간

내에 시장 확대의 가능성이 높은 에너지원으로 평가 받고 있다. 또한 초고층

건물의 특성상 건물의 높이에 따른 풍속의 증가로 고밀도의 풍력에너지 자원

을 활용하여 건물에서의 전력 에너지 소비를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초고층 건물의 소형풍력발전시스템 적용 프로세

스를 제안함으로써 초고층 건물에서 에너지 절약 기술력을 확보하여 CO2 배

출 감축에 기여함과 동시에 초고층 건물 이외의 일반 건물에서 풍력발전시스

템 적용방안과 관련된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 초

고층 건물을 비롯한 고층 건물에 적용된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의 사례분석을

통해 최적의 적용 방안을 선정하였고 다음으로 대상 지역, 대상 건물, 소형풍

력발전시스템을 기준으로 고려요소를 도출하여 마지막으로 최적 적용 프로세

스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실제 초고층 건물을 선정하여 적용 프로세스를 적

용하여 프로세스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초고층 건물은 일반 건물보다 최대 3배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에너

지 다(多)소비형 건물로 이는 초고층 건물이 지닌 수직적 높이의 특수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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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로 인해 건물 외피를 통한 일사량이 증가하여 건

물의 실내 온도가 상승하고, 수직적 높이에 따른 풍속 증가로 건물 외피의

열손실을 초래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건물에서 냉·난방시스템이 과도하게 운

영되어 에너지 측면에서 불리하게 된다. 또한 초고층 건물 에너지 소비 중

엘리베이터를 비롯한 주차장, 복도 조명 등의 전력 사용량이 가장 많은 비중

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초고층 및 고층 건물에서의 풍력발전시스템 적용 방안을 크게 건물 일

체형, 건물의 상층부, 건물의 측면부, 건물 내부에서 발생하는 연돌효과 이용

으로 분류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건물에서 풍력발전시스템의 설치 절

차는 크게 기후분석, 풍동실험 및 전산유체역학 시뮬레이션 실시, 풍력발전시

스템 선정 및 시공의 크게 3단계로 분석되었다. 이 중에서 건물 상층부는 건

물이 높아짐에 따라 안정적인 풍속을 확보할 수 있으며, 옥상에 설치하기 때

문에 시공 및 안전에 관한 제약이 적다. 또한 기존 초고층 건물에도 적용하

기에 유리하므로 현재까지 초고층 건물에 풍력발전시스템을 설치하기에 가장

현실적인 적용 방안으로 판단된다.

(3) 사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초고층 건물에서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을 적

용하기 위해 필수 고려요소를 대상 지역, 대상 건물,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을

기준으로 도출하였다. 각 고려요소들은 궁극적으로 시스템의 에너지생산 효

율성 및 실제 적용가능성을 결정짓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소형풍력발전시

스템의 고려요소인 시스템 성능·소음·진동·하중에 관해서는 비전문가가 검토

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국내 소형풍력발전시스템 설비인증제도의 설비

심사세부기준을 참고하여 고려요소를 도출하였다.

(4) 소형풍력발전시스템(용량 30kW 미만) 설비 인증제도는 시스템의 기술

성능과 안전성을 객관적 검증하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제도로서 총

14절의 설비세부심사기준으로 구성되어있다, 현재까지 인증을 받은 6개의 제

품을 분석한 결과, 수직축 풍력발전시스템이 주를 이루었고 시스템 용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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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62kW~3kW로 분포되었으며, 1kW급 이하 제품의 시동풍속은 3m/s, 정격

풍속은 8~15m/s이며 1~3kW급 제품의 시동풍속은 1.2~3m/s, 정격풍속은

11~12m/s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초고층 건물에서 소형풍력발전시스템

을 적용하기 위한 최소 풍속은 3m/s로 나타났으며, 국내 도시의 200m높이에

서 평균 풍속이 6.8m/s로 분석되어 적용 가능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5) 초고층 및 고층 건물에서의 소형풍력발전시스템 적용 사례분석 결과와

도출된 고려요소들로 건물 일체형을 제외한 상층부와 측면부 적용을 대상으

로 하여 초고층 건물에서의 소형풍력발전시스템 적용 프로세스를 제안하였

다. 적용단계는 적용 가능성 평가단계, 적용계획 단계, 적용 방안 검토 단계

까지 순차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실제 대상 건물을 선정

하여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6) 대상 건물인 서울국제금융센터의 THREE IFC는 높이 284m, 55층의 초고

층 건물로 기상청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대상 지역 풍속은 3.7m/s로 나타났

다. Deacon 방정식을 통한 대상 건물의 실제 높이인 284m 지점에서의 풍속

은 약 5.07m/s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산유체역학 시뮬레이션을 통한 대상 단

지 기류 분석 결과, 건물 옥상에서의 풍속은 최대 약 6.5m/s으로 나타나 같

은 높이에서의 보정 풍속인 5m/s보다 26% 증가율을 보였다. 기상청의 연 평

균 풍속, 284m에서 보정된 풍속, 시뮬레이션을 통한 풍속 모두가 소형풍력발

전시스템을 운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 풍속인 3m/s보다 높기 때문에 소

형풍력발전시스템을 설치하기에 적합한 풍환경으로 판단되었다.

(7) 시공사 측에서 제공한 대상 건물 엘리베이터 37대의 연간 전력사용량은

총 1,576.8MWh로 나타났다. 소형풍력발전시스템에서 생산되는 발전 전력량

으로 건물의 엘리베이터 전력량을 담당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다음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대상 건물의 기류를 분석하여 최적의 설치 위치를 도출하

였고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은 국내 설비인증을 받은 3kW급 수직축시스템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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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였다. 배치계획으로 허브 높이(Hub Height)는 난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옥상 바닥면으로부터 5m로 설정하였으며, 시스템의 적정 이격거리인 8m를

기준으로 최대 7대의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시스템 하나의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하중은 114.5kg/㎡으로 건물 옥상의

등분포적재하중 기준인 500kg/㎡에 크게 미치지 못하므로 문제가 없을 것으

로 판단된다. RETScreen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연간 전력생산량을 산출한 결

과, 소형풍력발전시스템 7대에서 생산하는 연간 전력량은 총 17MWh로 나타

났으며, 이는 대상 건물 엘리베이터의 연간 전력사용량의 약 1.1%를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초고층 건물에 소형풍력발전시스템 적용 사례분석을 통해

적용 고려요소를 도출하고 적용 프로세스를 제시하여 사례 건물을 통해 검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높이에 의한 풍속은 보정식과 문헌조사를 통해 이루

어졌기 때문에 실제 초고층 건물에 적용 시 실측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확한

자료를 통해 적용안이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풍력발전시스템은 자연적, 지역

적 조건 등 외부 환경에 따라 에너지 생산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태양광, 연료전지 및 소수력 등과 같

은 기타 소용량 분산형 전원과의 복합발전(하이브리드)을 통해 시스템의 간

헐적 생산 특성을 상호 보완하여 보다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할 필요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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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초고층 건물에서의 소형풍력발전시스템 
적용 프로세스에 관한 연구 

장 호 진 
건축학과 건축환경 및 설비전공

중앙대학교 대학원

초고층 건물은 제한된 국토조건에서 도심지의 인구 과밀화 현상을 해결함과

동시에 지역개발의 효과로 국가의 경쟁력과 이미지를 격상시키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지닌 반면, 수직적 높이로 인하여 과도한 에너지를 소비하고 CO2를 배출

하는 건물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초고층 건물의 에너지 소

비를 줄이고 CO2 배출과 화석연료 고갈에 따른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외부 의

존도를 줄일 수 있는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자원인 신·재생에너지 자원 적용이

근본적이 대책이 될 수 있다.

초고층 건물의 특성상 건물의 높이에 따른 풍속의 증가로 고밀도의 풍력에너

지 자원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초고층 건물에서 전

력 부하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꾸

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초고층 건물에서 최적의 소형풍력발전시스템 적용 프로세스

를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초고층 및 고층 건물의 적용 사례분석을 실시하

여 최적의 적용 방안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고려 요소를 도출함으로써 적용

프로세스를 제안하고 실제 초고층 건물을 선정하여 적용 프로세스를 검증하였다.

 핵심어: 초고층 건물, 소형풍력발전시스템,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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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사례분석을 통해 초고층 및 고층 건물에서의 풍력발전시스템 적용 방안 절

차는 크게 기후분석, 풍동실험 및 전산유체역학 시뮬레이션 실시, 풍력발전시스

템 선정 및 시공의 3단계로 도출되었으며, 건물 상층부가 초고층 건물에 풍력발

전시스템을 설치하기에 가장 현실적인 적용 방안으로 판단된다.

(2) 본 연구에서 제안한 초고층 건물에서의 소형풍려발전시스템 적용 프로세스

를 적용 가능성 평가단계, 적용계획 단계, 적용 방안 검토 단계까지 순차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실제 초고층 건물을 선정하여 적용 프로세스를 검증하였다.

(3) 대상 건물은 서울국제금융센터의 THREE IFC(높이 284m, 55층) 초고층 건

물로 적용 가능성 평가 단계에서 기후분석을 통한 기상청의 연 평균 풍속, 284m에

서 보정된 풍속, 시뮬레이션 수행한 최대 풍속 분석 결과, 모두 소형풍력발전시스

템을 설치하기에 적합한 풍환경으로 판단되었다.

(4) 적용 계획 단계에서 소형풍력발전시스템에서 생산되는 전력량으로 건물의 엘

리베이터 37대의 연간 전력량인 1,576.8MWh를 담당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대상

건물의 기류를 분석하여 최적의 설치 위치를 도출하였다.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은

국내 설비인증을 받은 3kW급 수직축 시스템을 선정하였고 대상 건물 옥상에 최

대 7대의 소형풍력발전시스템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5) 적용 평가 단계에서 RETScreen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소형풍력발전시스템 7

대의 연간 생산 전력량을 산출한 결과, 연간 17MWh로 엘리베이터의 연간 전력

사용량 1,576.8MWh의 약 1.1%를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초고층 건물에 소형풍력발전시스템 적용 사례분석을 통해 적용

고려요소를 도출하고 적용 프로세스를 제시하여 사례 건물을 통해 검증하였다.

추후 태양광, 연료전지 및 소수력 등과 같은 기타 소용량 분산형 전원과의 복합

발전(하이브리드)을 통해 시스템의 간헐적 생산 특성을 상호 보완하여 보다 안정

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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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itle A Study on the Application Process of Small Wind 
Turbine System in Super High-rise Building

Jang, Ho-Jin
Department of Architectural Environment & Systems 

Chung-Ang University
The Graduate School Chung-Ang University

High-rise buildings have positive effects: resolving overpopulation problems in

cities under the condition of limited territory; improving nation’s competitiveness

and its image by the effect of regional development, while those skyscrapers’

height lead to excessive energy consumption and CO₂ emissions. As a solution

to such problems, the application of eco-friendly and renewable energy resources

can be a fundamental measure, which could reduce high-rise buildings’ energy

consumption, tackle the issues resulting from CO₂ emissions and depletion of

fossil fuels, and decrease external depen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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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 word: High-rise Building, Small Wind Turbine System, Renewable Energy 
Facility Certific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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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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conducted a case study on the applications of high-rise and tall buildings and

selected the best application among them. With considerations based on the

results, I proposed an application process, which I verified by actually selecting

a high-rise building.

The results of this paper can be summarized like below.

(1) Through a case study, I could largely divide the application process of the wind

turbine system in super high-rise and tall buildings into three phases: analysis of

climate; wind tunnel test and performance of a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simulation;

selecting and setting up a wind power system. Furthermore, I concluded that the upper

floor of a high-rise building is the most practical approach to setting up a wind power

system.

(2) I presented, in consecutive order, the application process of the small wind

turbine system in high-rise buildings suggested in this study, by dividing into

three steps: the assessment step of applicability; the application plan step; the review

step of application method. In addition, I verified the application process by actually

selecting a high-rise building.

(3) The building of subject was THREE IFC(284m in height and 55 floors), the

high-rise building of the Seoul Finance Center, which has been considered appropriate

wind environment to install the small wind turbine system, according to all the

analysis results of at the assessment step of applicability: Korea Meterological

Administration’s average wind speed per year through analyzing climate; modified wind

speed at a height of 284 meters; the maximum wind speed of carrying out a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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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t the step of application plan, I targeted on covering 1,576.8MWh/year which

is annual power consumption of 37 elevators in the building by using annual power

generation from the small wind turbine systems. Besides, I analyzed the air condition

around the subject building and found out the optimum installation location of the

turbine system. I selected the small wind turbine system which is 3kW vertical axis

system obtaining domestic facility certification and analyzed that at most 7 small

wind turbine systems can be set up on the roof of the subject building.

(5) At the step of application assessment, by using RETScreen assessment tool, I

calculated the annual power generation of 7 small wind turbine systems, which is

17MWh per year expected to be able to cover nearly 1.1% of the annual power

consumpt 1,576.8MWh of elevators.

This research was to figure out application considerations through case study of

small wind turbine system applications in high-rise buildings, suggest an application

process and confirm it by using an example building. Finally, I suggest carrying out

a study on more stable energy supply afterwards by complementing the intermittent

production characteristics of the small wind turbine system through hybrid generation

system combined with small dispersed storage and generation systems like

photovoltaic system, fuel cells and small scale hydro power plan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