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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초고층 공동주택은 건물자체의 기능뿐만 아니라 도시의 주거문화를 선

도하는 트랜드이며, 랜드마크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도심지역의 과밀화를 해결

하기 위한 방안과 삶의 질 향상으로 인해 고층의 공동주택건물은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6년 64건에서 2010년 217건으로

약 3.4배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동주택에서의 에너지 사용량

도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건물분야는 국가 총 에너지소비의 약 24%를 차지하며, 건축자재의 생산과

운반및 건설과정에서소비되는 내재에너지 등을 모두포함시킬경우건물분야의 에

너지소비비중은 30%이상으로 크게 증가한다. 또한, 초고층 공동주택은 중·저층형의

주거용 건물에 비해 1인 혹은 세대 당 2배 가까이 에너지를 소비1)하는 에너지 다소

비형건물로 알려져있어이에대한에너지절감대책이 필요한실정이다.

오늘날 국제사회에서는 고갈되어가는 석유자원과 각 국의 온실가스배출로 인

한 지구 온난화 현상에 대해 심각성을 깨닫고 기후변화 협약(Kyoto protocol)등

을 통해 에너지를 절감하며 탄산가스의 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2차 공약기간 중(2013~2017)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이 가시화될 전망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제시한 녹색건축물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BAU대비 2020년까지 건축물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 31% 감축을 목

표로 하고 있다.2)

하지만 체르노빌 사태 이후 최악의 원전사고로 평가되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로 세계 각국의 에너지 정책에 변화가나타나고 있다. 포스트 교토 협상에서 많

은 선진국들과 개도국들이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발표에 원전 발전을

기반으로 한 에너지 믹스(mix)를 여전히 중요한 고려요소로 생각해 왔다.3) 하

지만 일본 원전 사고 이후 풍력, 태양광 등 대체 에너지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1) The Sidney Morning Herald, 2006

2) 김상협, 녹색위, 202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미래비전비서관실, 2009.11

3) 이서원,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글로벌 에너지 정책의 변화, LG경제연구원, 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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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위주의 전력공급 상황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는 방침을 밝힌 바 있어 신재

생에너지에 대한 투자와 관심이 더욱 증대 될 전망이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풍력발전은 무한한

풍력자원을 이용한 재생에너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현재의 추세는 대규모

풍력발전 단지에서 전력을 생산해 내는 발전사업이 풍력발전의 핵심을 이루고

있지만, 도심내 건물에 소형풍력발전기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도심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건물에 의해 복잡하게 형성되는 대기유

동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풍력발전에 가장 효과적인 위치를 판별 하는 게 관건

이다. 대표적으로 텍사스 디스커버리 타워, 바레인 세계무역센터는 풍력발전기

의 통합된 디자인을 통해 단순한 높이의 랜드마크 경쟁에서 벗어나 환경 친화

적이라는 상징성까지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건물들은 건물형상을 풍력

발전에 유리하도록 디자인한 고층건물로 탁월한 주풍향에 최적화된 설계방식으

로 계절별로 주풍향이 바뀌는 우리나라의 풍환경4)에서 이와 같은 고층건물 융

합형 풍력발전의 설계방식은 실용성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초고층 공동주택의 경우 대부분 기계환기에 의존하고 있어, 배기구에

서는 일정량의 배기풍이 발생한다. 또한, 건물 높이에서 오는 강한 풍속은 배기

구에서의 일정한 배기풍과 함께 소형풍력발전기의 구동에 있어 중요한 환경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이용방법에 따라 기존 사례의 최적화된 풍환경 의존성

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판단되며, 특수한 풍환경이 아닌 일반적인

도심지역에 효과적으로 소형풍력발전기를 적용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판단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고층 건물에서 소형풍력발전을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초고층 건물에서 발생하는 배기풍과 강한 외부기류를 활용

한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의 개발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신재생에너

지 보급과 온실가스저감을 위한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도심의 가변적인 풍

환경과 계절별로 주풍향이 바뀌는 우리나라에서 초고층 공동주택 건물의 특징인

배기구에서의 배기풍을 이용해 안정적인 풍량을 확보하며, 초고층 건물 높이에

의한 강한 기류를 이용하여 배기성능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해 얻어진 에너지를

사용하여 초고층건물에서 사용되는 일부 에너지를 전담함으로써 탄산가스의 배

출을 절감시키는데 있다. 이와 같은 연구는 초고층 건물의 배기뿐만 아니라 에너

지 저감 기술력 확보를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4) 김현구, 도시풍력발전(Urban Wind Energy)동향, 녹색동향보고서, Vol.5, p8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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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내용 및 연구 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한 이론고찰

초고층 건물의 형태적 특성과 에너지소비 특성을 파악하고, 풍력발전시

스템을 분류·분석한다. 또한, 풍력발전기의 적용 사례와 국내 연구문헌고

찰을 통해 연구의 범위와 방향을 설정한다.

(2)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의 적용을 위한 고려요소 분석 및 시스템 설계

초고층 건물에 풍력발전기를 적용하기 위한 고려요소를 분석하고, 국내

초고층 공동주택의 배기특성을 파악하여 적용 가능한 위치를 찾는다. 또

한, 배기겸용소형풍력발전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한 필요조건을 분석하여

최적의 설계안을 제안한다.

(3) 제안모델의 CFD시뮬레이션 및 측정실험을 통한 검증

설계 대안 중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고 실험모델을 제작한다. CFD시뮬

레이션과 측정실험을 통해 설계된 시스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수정하여

설계된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의 적정성을 검증한다.

(4)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의 최적안 선정 및 적용방안 제안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의 최적안을 도출하고 초고층 공동주택

건물에 적용하기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그림 1.1)은 연구의 흐름도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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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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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초고층 공동주택의 소형풍력발전시스템

특성 고찰

2.1 초고층 건물의 이론적 고찰

2.1.1 초고층 건물의 개요

하늘 높이 치솟은 초고층 빌딩은 상징성을 갖는다. 최근 고도 성장기에

접어든 아시아 국가들은 국가를 상징함과 동시에 경제력을 과시하기 위해

적극 나서 초고층 건물을 건설하면서 세계적으로 초고층 붐이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많은 노력들이 기울어지

고 있는 지금 일각에서는 초고층 건물은 에너지 다소비 건물로서 현재의

세계정서와는 상반된다는 주장이 일어나고 있다. 그에 따라 최근 들어 초

고층 건물은 건물 높이에서 오는 상징성 이외에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디자인 기법을 통해 에너지 소비를 줄일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친환경 건축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초고층 건물의 높이에서 오는 강한 풍환경 특성은 신재생에너지 중 풍

력발전의 적용을 위한 유리한 조건이며, 이러한 풍력발전은 건물 일체 또

는 소형화된 모듈의 형태로 건물에 적용 가능하며, 그로 인해 생산되는

전기에너지는 건물에서 사용되는 전력을 담당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문헌조사를 통해 초고층 건물의 동향을 살펴보고 초고

층건물의 특징과 지속가능성에 대해 판단한다. 이후, 근 미래에 고갈되는 화

석연료를 대신하여, 대체에너지로 주목 받고 있는 바람에너지를 이용한 풍력

발전시스템의 기초이론에 대한 고찰과 국내·외의 풍력산업정책을 조사하고,

건물에 적용된 풍력발전시스템 사례와 연구 동향 분석을 통해 초고층 공동주

택 건물에 효과적인 풍력발전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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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초고층 건물의 정의 및 현황

(1) 초고층 건물의 정의

어떤 대상을 법이나 제도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대상에 대한 명확한 용

어 정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세계 각 국가에서는 초고층건물이 계속해서

계획되고 시공되고 있지만, 초고층건물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다. 각 국에서 정하는 초고층 건물은 그 층 수 또는 높이에 따라

정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관점에 따라 상대적으로 정의되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중⋅저층의 건축물과는 달리 도시, 건축, 안전 등의 여

러 측면에서 초고층건축물은 차별성을 가지고 있으며, 수직적으로 공간이

확대된 경우이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각 문헌이나 학회에서 제시하는 초고층의 기준은 각기 다르다. 미국토

목학회(ASCE)분리기준은 일반적으로 건물의 층수나 높이에 두지 않고

다음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5)

· 건물의 용적률이 그 지역의 평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으며

· 수직교통을 위한 기계설비가 사용되고,

· 일상적인저층건물에서사용되는 것과는다른공법및 기술이요구되는건물

국제초고층도시주거협의회(CTBUH)에서 “초고층건축물”을 분류하는 중

요한 기준은 디자인과 용도, 건물의 기능에 관계없이 “고층성”의 여러 측

면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정의하고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6)

· 높이 50층 이상인 건축물

· 밑변과 높이의 비율이(세장비) 1:5 이상인 건축물

· 횡력저항 시스템 유무의 판단에 의한 건축물

국내에서도 최근 2012년 3월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50층 또는 높

이 200m 이상의 건축물을 초고층 건물이라 정의7)하고 있다.

5) 손봉세, 초고층 건물의 화재안전성능 평가기준 표준화에 관한 기초연구, 소방기술연구,

Vol.1, No.1, 2008.5

6) 최찬환, 초고층 건물의 법제 검토, 대한건축학회, Vol.50, No.4, P38~41, 20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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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민국 건축규범에서는 “100m 이상의 높이를 가진 건축물”을 초고층

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건축기준법시행령에서 “높이 60m를

넘는 건축물을 초고층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다.8)

이러한 여러 관점에서 볼 때, 초고층의 기준은 건축적 의미에 있어서는

단순히 수치적으로 정의되기 보다는 어떠한 지역, 사회 그리고 문화적인

기준이 상호 연관되어 작용됨을 알 수가 있다.

(2) 초고층 건물의 국내·외 현황

1990년대부터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치열한 초고층 높이 경쟁이 진

행되어 왔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우리나라도 여러 초고층 건물들이 시공

되고 있으며 100층 이상의 초고층 건물들도 계획 또는 착공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초고층 높이 및 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은 “비구조체를 제외한

구조체 만의 최고높이”이며, 이 기준에 따라 국내외 초고층 높이 순위 및 현

황을 (그림 2.1)9)을 통해 살펴보면, 세계 20대 최고층 건물 중 윌리스타워

(1973년),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1931년)을 제외한 18개의 건물은 1990년대

이후에 완공 되었으며 모두 아시아 또는 미국에 위치한다. 하지만 최근 들어

초고층 건물로 대표되던 미국에서 개방이후 비약적인 성장을 하는 중국으로

그 위치가 넘어오고 있지만 우리나라 역시 초고층건물들이 시공 중이거나

계획 중에 있으므로 앞으로 세계적인 높이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상위 200위 이내의 건물과 건축중인 300m 이상의 건물을 보유한 국가

상위 200위 이내의 건물을 보유한 국가

건축 중인 300m 이상의 건물이 있지만 현재 상위 200위 이내의 건물이 없는 국가

(그림 2.1) 세계의 초고층 분포도

7) 국토해양부, 건축법 시행령, 2012.3

8) 강부성 외, 초고층 건축물 건설기술 지침, 초고층건축물건설기술개발연구단, 제1장 총론

p5, 2008.4

9)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 ,Tallest Buildings Lo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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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해외동향

초고층 건축은 최근까지 3차례의 건설 붐을 경험해왔다. 첫 번째 초고

층 건설 붐이 있었던 시대는 크라이슬러빌딩과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이

건설된 1930년대였으며, 두 번째 붐은 월드트레이드센터, 시어스타워등이

건설 된 1970년대로 볼 수 있다. 1998년 쿠알라룸푸르의 페트로나스타워

건설로 시작된 세 번째 초고층 건설 붐은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지역적으로는 아시아, 중동 등에서 초고층 건설이 두드러지고, 모스코, 런

던, 파나마시티, 미국 등지에서는 초고층 도시들도 출현하고 있다.10)

<표 2.1>11)과 같이 전 세계적의 도시를 대상으로 40층 이상의 초고층 건물

을 분석하면 총 2,056개의 건물이 완공 또는, 건설 중이거나 승인된 상태인 것

으로 나타났다.12) 국가별 초고층 건설현황을 보면 5위권안의 국가 중 미국을 제

외한 나머지 국가는 아시아 국가이며, 그 중 중국에서 전체 건설 빈도의 48%가

량으로 가장 많이 건설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초고층건설이 아시아에서 활발

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아시아가 초고층건설의 주 시장이 될 전망이다.

　 국가명 빈도(%) 　 국가명 빈도(%)

1 중국 985(47.9) 14 이스라엘 16(0.8)

2 미국 392(19.1) 15 말레이시아 15(0.7)

3 UAE 134(6.5) 16 아르헨티나 14(0.7)

4 한국 76(3.7) 17 파나마 13(0.6)

5 일본 75(3.6) 18 인도 12(0.6)

6 호주 59(2.9) 19 영국 10(0.5)

7 타이 42(2.0) 20 베네수엘라 6(0.3)

8 캐나다 37(1.8) 21 네덜란드 5(0.2)

9 싱가폴 34(1.7) 22 스페인 5(0.2)

10 브라질 26(1.3) 23 카타르 5(0.2)

11 필리핀 22(1.1) 24 사우디아라비아 5(0.2)

12 인도네시아 17(0.8) 25 이집트 4(0.2)

13 러시아 16(0.8) 26 기타 27(1.4)

합계 2,056(100%)

<표 2.1> 국가별 초고층 건설 현황

10) Georges Binder(2008), the “International” Skyscraper:Observations’, CRBUH

Joeurnal, 2008.

11) 정창용 외, 세계 주요도시의 초고층 주거건축 건설동향 및 특성비교연구, 대한건축학

회, Vol.21, No.12, 2005.12

12) 송인오, 超高層 建物에서 建築設備의 設計 計劃 및 工程方式에 관한 硏究 , 경원대학

교 석사학위논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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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내동향

국내의 초고층 빌딩 역사는 1971년에 완공된 삼일 빌딩(31층)을 필두로 해

서, 1984년 63빌딩(대한생명빌딩), 1987년의 무역센터빌딩 등이 그 맥을 이어

오고 있다. 이후에도 강남 테헤란로 일대를 중심으로 30~50층 규모의 건물이

다수 건축되어 왔으나, 100층 정도의 진정한 초고층 빌딩은 계획되기는 했었

지만 아쉽게도 실현되지 못했다.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초고층 건물을 건

설하기 위한 많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용산 국제 업무지구에 계획 된

620m의 트리플원을 비롯하여 잠실의 제2롯데월드(555m), 부산에 롯데타운

(510m), 송도 청라지구의 시티타워(450m)등이 계획되거나 시공 중이며 이러한

움직임으로 곧, 세계 10대 초고층 건물순위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초고층건

설 강국으로서 위치하게 될 전망이다. <표 2.2>는 국내 시공·계획단계의 초고

층 빌딩현황이다.

서울 용산

국제 업무지구

트리플원

부산 롯데타운
서울 잠실

제2롯데월드

인천 청라

시티타워

111층 (620m) 107층(510m) 123층(555m) 151층(450m)

<표 2.2> 국내 시공·계획 중인 초고층 빌딩

현재 초고층 건물은 100층 이상의 500~800m 수준의 높이로 지어지고 있다.

세계 과학자들은 2050년까지 4000m 높이의 도시형 극초고층 건물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국가차원에서도 향후 1000m 이상 규모의 극초

고층 빌딩시대를 대비한 국가 전략적 차원의 접근이 시작되고 있다.13)

국내의 초고층 건물에 대한 인식은 초고층 건물로 인한 도시 경관에 대

한 영향과 교통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부동산 투기등의 사회적 반감정

13) 신성우, 세계는 이미 ‘극초고층’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건설저널, 20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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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부정적 인식의 문제, 초고층 건축물 건립에 부적합한 법률적 제약 조

건등의 문제를 안고 있으나, 초고층 건립을 통한 국가 및 도시의 경쟁력

과 이미지의 위상 제고, 세계 초고층 건설시장에서의 기술적 선점 등에

관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초고층 건물 활성화를 위한 보완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2.1.3 초고층 건물의 연돌효과

초고층 건물 내부에서 발생하는 연돌효과는 초고층 건물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다. 연돌효과(Stack effect)는 건물 내・외부의 온도차로 인하여 공기

의 밀도 차가 생겨 압력의 차로 인해서 발생한다. 겨울철에는 건물의 내부는

따뜻하고 외부는 차기 때문에 지표면 상에서는 건물의 외부의 압력이 더 높

다. 압력차로 인하여 지표면에서는 건물의 외부에서 내부로 공기가 이동하고

건물 내부로 들어온 공기는 따듯한 온도로 인하여 상승한다. 이러한 건물 내

부의 수직적 공간에서 발생하는 공기의 흐름을 연돌효과라고 정의한다.14)

(그림 2.2)와 같이 건물 고도에 따라 점점 강해지는 외부 풍환경은 외피를

자연환기가 불가능한 밀폐된 구조로 계획하는 요인으로 작용되는 동시에 건

물의 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건물내부 압력변화에 의한 연돌효과가 발생한다.

(그림 2.2) 건물 높이에 따른 풍속 및 풍압분포 10)

15)

초고층 건물의 외피는 외기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밀하게 계획

을 하고 대부분 세대에는 기존 자연환기 방식이 아닌 기계환기 시스템을 사

14) 최승혁, 초고층 건물의 제연설비 개선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9~10, 2008.12

15) 윤재옥, 서울지역의 바람특성과 확률분포 (와이블 분포)를 이용한 풍향, 풍속 예측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Vol.8, No.4, 19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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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조절하고 있다. 그러나 초고층 건물의 경우 기계환기 시스템은 연돌

효과의 영향에 의해 압력차가 건물 높이마다 압력차가 다르고 각 층에는 건

물 내에서 발생하는 전체 공기유동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각 층

에 작용하는 환기 구동력은 각기 다르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연돌효과로

인한 압력차와 공기유동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기계환기 시스템의 경우

적절한 환기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건물의 수

직 배기 시스템에서 연돌효과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상층부에서 설정 배기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역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림 2.3)은 겨울철

배기 부분에서의 역류 현상을 잘 설명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돌 현상은 역연

돌효과가 발생하는 여름철에도 흔히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알려져 있다.16)

(그림 2.3) 계절별 배기 샤프트에서의 풍량 변화

2.1.4 초고층건물의 부하 특성과 지속가능성

(1) 초고층 건물의 부하 특성

초고층 건물은 주변건물에 비해 비약적으로 높아진 구조에 의해 외부로

부터 받는 환경적 특징은 다른 건물과 차이를 보인다. 건물의 초고층화에

따라 건축적으로 건물 자중 감소를 위한 커튼월 구조가 많이 사용되며,

이로 인해 입면의 창 면적이 증가된 디자인 성향을 보인다.

일반 건물에서의 창면적 증가는 하절기 태양 직사광에 의한 열취득 또

는 동절기 외부 온도차에 의한 열손실로 이어지지만 초고층 건물의 경우

이러한 특징과 더불어 주변건물에 의한 재복사 또한 초고층 건물의 부하

16) 조재훈 외, 초고층 건물에서의 연돌효과로 인한 압력분포 및 문제점, 대한설비공학회,

Vol.35, No.5, 20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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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어진다. 이러한 문제점은 초고층 건물에서 나타나는 특성이며, (그림

2.4)17)는 초고층 건물의 건축적·환경적 특성을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 2.4) 초고층 건물의 건축적·환경적 특성

초고층 건물의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일반건물에 비해 에너지소비량

이 수배이상 많은 건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부하 요인으로는 <표

2.3>18)과 같이 높이증가에 따른 연돌효과와 일사량 증가, 창면적비 증가에

따른 일사량 증가, 높은 건물고도에서 나타나는 풍속증가와 그로인한 침입

외기 증가 및 자연환기의 어려움 등이 대표적 부하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항목 문제점 영향

높이증가

· 연돌효과 발생

· 일사량 증가

· 반송동력 증가

· 샤프트 등 설비면적 증가

· 화재시 위험성 증가
· 초기 공사비 증가

· 에너지 소비 증가

· 재실자 쾌적감 저해

창면적비 증가
· 일사량 증가

· 냉난방 부하 증가

경량 외피　
· 외피부하 증가

· 외피부하 변동폭 증가

풍속증가　

· 외피 열손실 증가

· 침입외기 증가

· 밀폐된 구조로 자연환기의 어려움

<표 2.3> 초고층 건물 특성 및 문제점

17) 18) 정차수, 초고층 건물의 친환경 계획을 위한 고려 사항, 대한건축학회, Vol. 53, No.

8, 20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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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공동주택의 경우 (그림 2.5)과 같이 다른 유형의 주택보다 에너

지를 과다하게 소비하고 있고, 온실가스 배출량 또한 높다. 저층(5층 이

하), 중층(25층 이하), 초고층(30층 이상) 공동주택의 전기와 가스 사용량

분석 결과, 에너지사용량으로 인한 연간 가구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각

각 2.95톤, 4,78톤, 8.2톤으로 밝혀졌다.19)

(그림 2.5) 에너지 부하에 의한 연간 가구당 온실가스 배출량 비교(단위:ton)

또한, (그림 2.6)20)에서의 2006년 호주의 더 시드니 모닝 헤럴드의 분석

에 따르면, 고층 주택의 가구당,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0.4톤, 5.4톤

으로 타운하우스와 빌라보다 2배 이상 높다. 공동주택의 경우 저층으로

갈수록 온실가스 배출량이 낮아지고, 단독주택이 초고층 주택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6) 호주의 주택유형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비교(단위:ton)

19) 안경주, 초고층아파트 온실가스 연간 8.2톤 배출, 이투데이, 2008.10

20) The Sidney Morning Herald,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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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초고층 건물은 토지이용의 효율성, 교통비용, 환경비용, 기반시

설 비용의 절감, 오픈스페이스의 확보, 경관적인 면에서 일반 건물에 비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전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에너지

와 온실가스의 저감측면에서는 가장 불리하며, 효율이 떨어지는 건물로

규명되어있다. 하지만 이러한 초고층 건물은 녹지의 확보가 어렵고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심지역에서는 필요불가결한 건물로서 건물에서의 에너지사

용과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적용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초고층 건물의 지속가능성

초고층 건물은 동일 규모의 건물에 비해 공사비가 2~4배가 소요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앞서 말한바와 같이 건물의 운용비

용 또한 동일 규모의 건물에 비해 2~4배 정도 요구된다는 사실이다. 이러

한 초고층 건물이 초기공사비 회수 및 그 규모 면에서 경제성을 가지려면

그 수명이 일반 건물의 배 이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주변 상황은

날로 불리해져 제2의 오일쇼크라고 할 만큼 고유가 시대에 살고 있으며

더욱 유가가 상승 하리라는 다소 부정적인 견해가 우세하다.

이에 따라 UN에서는 범세계적인 측면에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추진하기

위한 개념으로“Sustainable Development”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WCED, 1987). “Sustainable Development”는“미래세대의 필요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개발”로 정의21)되며,

지속 가능한 개발의 원칙은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1992.6.13)을 비롯

하여 국제연합 기타의 국제조직의 결의와 국가 간의 선언 등 다수의 비구속

적 문서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 연합기본협약(1992.5.9) 등의 협약

에도 삽입22)되어 “Sustainable Development”이념을 계속해서 계승하고 있다.

초고층 관련한 전 세계적인 협의체라고 할 수 있는 CTBUH(Council

on Tall Buildings and Urban Habitat)의 8th World Congress(held in

Dubai from March 3rd - 5th, 2008)에서는 “Tall & Green: Typology for

a Sustainable Urban Future”이라는 주제로 초고층 건축의 친환경성에 대

해 전 세계적으로 적극 논의되기 시작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친환경적인

21) 롯데건설, 초고층 거물루의 친환경 전략, No.56, p5, 2008.6

22) 네이버 지식사전, 지속가능한 개발,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29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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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건축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들이 디자인에 국한하지 않고 건축 전

분야에 걸쳐 논의 되었으며, 기존의 초고층 건축물에 이미 적용된 친환경

전략이나 기법과 현재 진행 중 인 초고층 건축 프로젝트에 적용될 각종

친환경 기법들이 소개되었다. 이러한 친환경적인 초고층 환경의 변화는

현 시대적 상황 하에서 당연한 결과이며, 이제는 친환경 전략, 친환경 기

술이 없이는 초고층 건설시장에서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표 2.4>23)는 해외 초고층 건물의 친환경 기법 적용 예이다.

Commerz bank Head

quaters
30 St. Mary Axe Four Times Square

Frankfurt, Germany, 259m London, UK, 179.8m New York, USA, 247m

· 자연채광

· 자연환기 도입

· 자연채광

· 자연환기 도입

· 연료전지, 태양광 패널

이용

New York Times

Building
The Pearl River Tower COR Tower

New York, USA, 228m Guangzhou, China, 300m Miami, USA, 125m

· 자연채광

· 센서를 이용한

내·외부차양

· 건물의 공기역학적

계획에 의한 풍력발전

적용

· 풍력발전 적용

· passive기법 적극 활용

<표 2.4> 해외의 친환경계획에 의해 시공된 초고층 건물

23) 정차수, 초고층 건물의 친환경 계획을 위한 고려 사항, 대한건축학회, Vol. 53, No. 8,

20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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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풍력발전시스템의 이론적 고찰

2.2.1 풍력발전 개요

(1) 풍력발전시스템의 구성도

풍력발전기는 바람의 운동에너지를 기계적 운동을 거쳐서 전기에너지로

변화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에 따라 풍력에너지 변환시스템(WECS, wind

energy conversion system), 또는 풍력시스템(wind system), 풍력발전기

(wind generator), 풍력터빈(wind turbine) 등으로 표현한다.

풍력발전은 (그림 2.7)의 시스템 구성도와 같이 바람이 가지고 있는 운

동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에너지를 얻는 시스템이다.

(그림 2.7) 풍력발전기 시스템 구성도

풍력발전기는 (그림 2.8)과 같이 바람의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

는 과정 중 초기의 유입에너지의 약 20~40%정도만 전기에너지로 변환시

키며, 이 후 중속기와 발전기 등이 구동할 때 발생하는 마찰에 의한 손실,

발전기의 효율 등을 고려하면 추가적으로 10~20%의 손실이 발생한다.24)

(그림 2.8) 풍력발전기의 각종 손실

24) 황병선 공저, 최신 풍력터빈의 이해, 아진, p27~2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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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풍력발전시스템 장치

풍력발전의 구성은 주요 구성 요소로는 날개(blade)와 허브(hub)로 구

성된 회전자와 회전을 증속하여 발전기를 구동시키는 증속 장치(gear

box), 발전기 및 각종 안전장치를 제어하는 제어 장치, 유압 브레이크 장

치와 전력 제어 장치 및 철탑 등으로 구성된다.

가) 블레이드(blade)

바람의 에너지를 회전력으로 변환시키는 장치로 풍력발전의 성능에 가장 중

요한 영향을 미치며 블레이드의 크기(지름)에 따라 획득할 수 있는 에너지가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허브에 가까운 부분은 폭이 넓고 끝 쪽이 좁은 구조이

다. 또한 블레이드 단면의 형상은 바람을 맞는 앞면은 바람에 대하여 경사를

유지하고, 그 각도는 허브에 가까운 중심부가 크고 끝부분은 작으면서 비틀어

져 있다. 블레이드는 바람이 있으면 항상 회전하고 바람이 강하면 고속으로

회전한다. 따라서 기계적으로 내구성이 있어야 하고 가벼운 재료가 요구된다.

나) 로터(rotor)

블레이드가 결합된 장치로 회전면은 바람에너지를 끌어들이는 수집기

역할을 한다. 로터의 지름이 크면 클수록 바람을 받는 면적(수풍면적)도

크게 된다. 수풍면적으로부터 특정 풍속의 바람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으

며, 이 계산값에 풍력발전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에너지 변환효율을 곱

함으로써 발생하는 전기에너지의 양을 구할 수 있다

다) 허브

블레이드를 로터축에 장착하는 부분을 허브라고 하며, 블레이드가 고속

으로 회전하면 큰 원심력이 작용하게 되어 회전축에 회전 모멘트가 작용

하게 된다. 허브부는 로터의 회전으로 인한 힘이 가해지는 부분이므로 그

힘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가 요구된다. 또한 강풍 때의 대책으로 블

레이드 장착각도(피치각도)를 가변으로 하는 피치 제어를 하게 되는데, 그

경우에는 허브 내부에 제어장치를 설치한다.

라) 나셀(nacelle)

나셀은 풍력발전기의 하우징(housing)과 베드 플레이트(bed plate),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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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프레임(main frame), 방향제어 시스템 등을 포함한다. 메인 프레임은

동력전달장치의 장착 및 정확한 고정을 위한 장치이며, 방향제어시스템은

로터 축을 항상 외부기류가 불어오는 방향에 일치 하도록 제어하는 장치

이다. 이러한 방향제어 시스템은 풍력발전기의 나셀 후방에 장착된 풍향

센서 신호에 의해 자동으로 제어되며, 나셀의 방향을 제자리에 고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마) 발전기

① 동기발전기

동기발전기는 로터의 회전속도와 자기장의 회전속도가 같은 형태의 발

전기로 평균풍속이 일정한 장소에 설치될 경우 일정 전압 및 주파수 유지

가 용이하여 상용전원 정전시에도 단독 발전이 가능하다. 블레이드의 피

치제어를 조금만 하여도 일정한 블레이드의 회전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곳 즉, 평균풍속이 연중 거의 일정한 곳에 한정적으로 설치가 가능하다.

② 유도발전기

유도발전기는 발전기의 회전자가 동기 속도인 1,500rpm을 넘어설 때

로터의 속도가 자기장의 회전속도보다 빨라지게 되는데, 이때 회전자에

강한 전류가 유도되는 성질을 이용한 발전기이다. 신뢰성이 뛰어나며, 구

조가 간단하기 때문에 동기식 발전기 보다 가격이 저렴하며, 정속 회전

방식에 사용되는 발전기이다.

바) 브레이크

기계적 브레이크는 강풍이 불거나 시스템 이상시 또는 보수점검시 등

비상사태시 로터를 정지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브레이크로써 시스템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에어 브레이크나 피치 조절등으로 로터 회전속도를

감소시킨 후 사용하는 브레이크이다.

사) 타워

타워는 트래스식과 모노포울식의 2종류가 있다. 모노포울방식은 트래스

식에 비해서 경량이고 제작이 용이하며, 현지조립도 단시간내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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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풍력발전기의 분류

풍력발전기는 <표 2.5>25)과 같이 회전축, 증속기 유무, 공기역학방식,

운전속도 등에 의해 구분되지만, 일반적으로 (그림 2.9)와 같이 회전축방

향에 따라 (a)수평축 풍력발전기와 (b)수직축 풍력발전기로 구분된다. 외

부기류가 불어오는 방향과 평행하게 축이 놓이는 풍력발전기를 수평축 풍

력발전기라 하고, 외부가류가 불어오는 방향과 수직하게 축이 놓이는 풍

력발전기를 수직축 풍력발전기라고 한다. 수평축 풍력발전기의 경우 외부

의 풍환경이 주풍향이 뚜렷한 경우를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요잉제어가

필요하며, 수직축 풍력발전기의 경우 수평축과는 다르게 요잉제어가 필요

하지 않는 것이 큰 특징이다.

구분 종류

회전축 방향에 의한 분류 수평축 풍력발전, 수직축 풍력발전

증속기 유무에 의한 분류 증속기형 풍력발전, 직결형 풍력발전

공기역학적방식에 의한 분류 양력식 풍력발전, 항력식 풍력발전

운전속도에 의한 분류 정속형 풍력발전, 가변속형 풍력발전

출력제어방식에 의한 분류 날개각제어형 풍력발전, 실속제어형 풍력발전

계통연계 여부에 의한 분류 계통여계형 풍력발전, 독립전원형 풍력발전

설치장소에 의한 분류 육상 풍력발전, 해상 풍력발전

<표 2.5> 풍력발전기의 구분

(a) 수평축 풍력발전기 (b) 수직축 풍력발전기

(그림 2.9) 회전축방향에 따른 분류

25) 황병선, 최신풍력터빈의 이해, p40, 20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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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평축 풍력발전시스템

수평축 풍력발전기는 현재 가장 안정적인 고효율 풍력 발전 시스템으로 인정되

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형태이다. 수평축 풍력 발전기로는 외부기류를 맞이

하는 방식에 따라 맞바람 형식과 뒷바람 형식으로 나눌 수 있다. 맞바람 형식은

외부기류가 블레이드를 먼저 만나게 되어있는 형태로서 타워에 의한 풍속의 손실

이 없고, 풍속 변동에 의한 피로 하중 및 소음이 뒷바람 형식보다 적지만 외부기

류의 방향이 바뀌었을 때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로터 회전면과 바람방향이 수

직이 되도록 하는 요잉 시스템이 필요하게 되어 시스템 구성이 복잡해지게 되고

로터와 타워의 충돌을 고려하여 설계를 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뒷바람 형식은 외

부기류가 타워와 나셀을 먼저 만나고 그 다음 블레이드를 만나게 되는 형태로서

자체 요잉 모멘트 발생으로 요잉 시스템이 불필요하지만, 타워와 나셀에 의한 풍

속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며 주기적인 풍속의 변동으로 인한 피로하중 및 소음이

증가하게 되며 자유요잉으로 인해 전력선이 꼬일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26)

나) 수직축 풍력발전기

회전축이 지면에 수직한 수직형 풍력발전기는 회전축이 외부기류의 방

향에 대해 수직인 풍력발전기로, 현재 실용화된 대형 시스템은 없는 실정

이다. 외부기류의 방향에 관계없이 운전이 가능하며 증속기 및 발전기가

지상에 설치되어 있어 유지보수 및 점검이 용이하다. 하지만 풍속이 낮을

때 시동토크가 필요하게 되어 자가동이 불가능하고, 타워를 지지 하기 위

해 가이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넓은 전용면적이 필요하게 되며, 주 베어

링의 분해 시에는 시스템 전체를 분해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수직축풍력발전기 종류는 일정한 단면형상의 원호형상 날개의 양끝을 수직

축으로 2~3매 붙인 형상의 다리우스형과 수직으로 붙여진 대칭익형 블레이드가

풍향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최적의 받음각을 얻는 구조의 자이로밀형이 있다.

(4) 규모에 따른 풍력발전시스템의 구분

풍력발전시스템의 규모는 일반적으로 공기유동에너지의 흡수면적이나 출력으

로 초소형, 소형, 중형, 대형 및 초대형으로 정의되고 있다. 미국 NREL(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의 Larry Flowers는 풍력발전 시스템의 규모를

26) 이동윤, 초고층 건물에서의 하이브리드 파워시스템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1.2,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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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27)과 같이 구분 하여, 전력계통망 연계에 적용되는 100kW이상의 대형

풍력발전시스템이외에는 소형 풍력발전시스템으로 구분하였다.

Scale Small Intermediate Large

Capacity < 10kW 10~250kW 250kW~2MW

Applications

Homes, Farms,

Remote

Applications

(water pumping,

telecomsites,

icemaking)

Village Power

Hybrid Systems,

Distributed Power

Central Station

Wind Farms,

Distributed Power

<표 2.6> NREL 풍력발전시스템의 규모에 대한 정의

또한,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의 Technical

Committee N0 88 의 Wind Turbine System에서는 풍력발전시스템의 규

모에 따른 분류를 <표 2.7>28)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29)

IEC SWTG Definition
Rotator Swept Area < 40㎡,

and < 1,000 V a.c. or <1,500 V d.c

Estimated

Relative

Specifications

Radius[m] 3.6

Diameter[m] 7.1

Cp 0.35

Rated Speed[m/s] 12.0

Power Density[W/㎡] 1058.4

Rated Power[kW] 14.8

<표 2.7> IEC 소형 풍력발전시스템 규모에 의한 정의

2.2.2 국내·외 풍력발전 정책 및 시장

(1) 국내 정책 및 시장분석

1970년대 2차례의 석유파동으로 새로운 에너지문제의 해결책으로 대체에

너지기술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KIST,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등 정부출현연

27), 30) 손학식, 신재생설비 전력시스템, 한국에너지정보센터, p.231, 2010.4

29)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 RD&D 전략 2030 시리즈-풍력,

p51~52, 20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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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를 중심으로 태양열, 풍력분야의 기초연구가 시작되었다. 세계적으로 유

가변동이 했던 1980년대에는 국가차원에서 에너지수급안정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에너지공급 측면에서 대체에너지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88년부터

대체에너지 기술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되게 된다. 1990년대 들어 국내

및 국제적으로 경제․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원천적인 에너지 시책의 필요

성과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환경규제의 대응수단으로 대체에너지기술에 대한

필요성을 재인식하여 정부차원에서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보급 확대를 위해

투자를 확대하기 시작했다. 미국, 일본, 유럽의 선진국들은 에너지시책을 안

정적 공급에서 수요관리 시책으로 변화하고 특히 에너지, 경제, 환경을 조화

시키는 3E(Economic growth, Energy security, Environment protection)정

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8년 제 3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을 밝히고 2009년부터 2030년까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번 계획에서는 양적목표로는 2030년까지 1차에

너지 중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 11%로 늘리며, 질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신성장동력 산업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최종에너지를 기준으로 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안으로 <표

2.8>과 같이 1차에너지 대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15년 4.3%, ’20년 6.1%, ‘30

년 11.0%로 전망하며, '08년~'30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7.8%로 동 기간 연평균

0.9% 증가에 그친 1차에너지 수요를 훨씬 상회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30)

2008 2010 2015 2020 2030

1차에너지

(백만TOE)
247 253 270 287 300

신․재생에너지

(천TOE)
6,360 7,566 11,731 17,520 33,027

비 중 2.58% 2.98% 4.33% 6.08% 11.0%

<표 2.8> 1차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전망·목표안

또한, 신·재생에너를 이용한 발전량을 기준으로한 목표안은 ‘30년 신․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39,517GWh로 총 발전량 대비 7.7%를 차지할 것으

로 전망하며,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율(13.1%)은 신․재생에너지 전

30) 지식경제부, 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2009~2030), p.12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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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증가율(7.8%)의 약 1.7배로 신 재생에너지 중 발전부문의 보급이 빠르

게 확대됨을 의미한다. <표 2.9>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전망 · 목표안에

서 나타나듯 발전량 중 풍력과 해양에너지의 기여도가 높고 대수력 비중

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08 2010 2015 2020 2030

태양열 - - 15,330 391,890 2,046,139

태양광 202,443 476,709 961,773 1,424,471 1,971,513

풍 력 425,297 880,641 4,336,243 8,138,081 16,619,638

소수력 289,949 393,836 653,552 913,269 1,926,163

목질계 - 62,306 166,396 1,146,446 2,628,920

바이오가스 294 3,449 31,372 64,222 161,129

지 열 - 70,080 744,600 1,401,600 2,803,200

LFG 597,460 684,853 903,336 1,121,819 1,340,302

해 양 876 278,102 1,571,488 3,629,361 6,159,599

대수력 3,494,833 3,494,833 3,631,991 3,746,289 3,860,587

재생E 전력 5,011,152 6,344,809 13,016,081 21,977,446 39,517,190

발전비중 1.2% 1.5% 2.9% 4.7% 7.7%

<표 2.9>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전망 · 목표안

[단위: MWh]

이러한 신·재생에너지의 활성화를 위해 2008년 8·15 경축사에서 대통령

은 그린에너지 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것을 천명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성장동력화를 위한 목표 및 전략으로 ‘2020 그린홈 100만

호’등 주요 사업을 제시하였다. ‘2020 그린홈 100만호’사업은 ‘20년까지 태

양광, 태양열, 지열, 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100만호에 보급한다

는 계획이다. 그 중 풍력발전은 “Wind 2000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20년

까지 국산풍력발전기 2,000MW 공급하며, 소형 풍력발전은 그린홈 100만

호 사업을 통해 공급하고, 중형(750kW급)은 지방보급사업, 대형(2, 3MW

급)은 발전단지조성을 통해 보급할 계획이다.31)

국내 풍력발전산업은 2010년 말 설비용량 기준으로 아시아 국가 중 중

국, 인도, 일본, 대만에 이어 5위권이나, 규모 면에서는 중국 및 인도 등

선발 국가에 비해 미미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세계 전체 설치량 기

준으로도 0.2%의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국내 총 발전용

31) 지식경제부, 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2009~2030), p.14,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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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0.2%에 그치고 있는 등, 규모 및 비중 측면에

서 아직 산업 초기 단계에 있는 상태이다.

2010년말 기준 국내 풍력발전 총 설비용량은 (그림 2.10)32)에서 나타나

듯 379MW 수준으로, 신규 설치량 기준으로는 2009년 이후 감소세를 나

타내고 있다. 다만, 지식경제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국내 풍력 산업 규

모는 매출액 기준으로 2009년 대비 90% 가까이 증가한 1조 1,678억원을

기록하였으며, 수출액은 33% 증가한 8억달러, 민간투자 또한 76% 증가한

7,200억원 수준을 시현하는 등,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그림 2.10) 국내 풍력발전 설비용량 추이

이처럼 국내 풍력발전 산업은 수주 기반의 수출 전략형 구조를 나타내

고 있다. 정부 주도의 산업육성과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한 내수시장의 점

진적인 확대 전망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수요 성장세 및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 측면에서 살펴볼 때 향후에도 이러한 산업구조가 유지될 것으로

판단된다.

(2) 해외 정책 및 시장분석

WWEA(World Wind Energy Association)에 따르면, (그림 2.11)33)의

그래프에 나타나듯, 2010년 누적 기준 전세계 풍력설치량은 196.6GW로

2000년 대비 10배 가까이 확대되었다. 특히, 2005년 이후로는 연간 30%를

32) 송종휴 외, 풍력발전 산업의 최근 동향 및 국내 업게 전망, 한국기업평가, p.10, 2011.8

33) 송종휴 외, 풍력발전 산업의 최근 동향 및 국내 업게 전망, 한국기업평가, p.2, 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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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회하는 성장세(신규 설치량 기준)를 지속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원 가

운데에도 가장 뚜렷한 확대 기조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2008년 하반기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높은 성장세를 지속

한 세계 풍력시장은 2010년 들어 처음으로 역성장을 기록하였다. 특히,

2010년 전체 신규 설치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중국을 제외하면, 세계

시장은 2009년 25.3GW에서 2010년 17.9GW로 3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2.11) 세계 연간 및 누적 풍력발전 설비용량 추이

이러한 세계 풍력시장 부진은 2009년 하반기 이후 유럽 재정위기에 기

인한 풍력발전 관련 Project Financing 위축 등 자금 조달 상 어려움이

심화된 가운데, 미국 및 스페인 등 글로벌 풍력발전 시장의 수요가 감소

하고 신흥시장에서 정책지원 연기 등이 나타난 것에 주로 기인하고 있다.

GWEC(Global Wind Energy Council)는 2011~2015년까지 누적설치량

기준 세계 풍력발전설비규모의 연평균증가율(GARG)은 17.5%로 2006 ~

2010년의 27.6% 대비 낮은 수준이지만, 2011년 3월 일본 원전사고의 영향

으로 원자력발전에 대한 우려가 증가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원 중 풍력

발전에 대한 관심이 전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세계

풍력발전시장의 성장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3 풍력발전시스템의 건물 적용 사례 및 국내 문헌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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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초고층건물과 고층건물에 풍력발전시스템이 적용된 사례는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그 형태나 적용 방법 또한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 풍

력발전시스템은 건물의 기류가 통하는 위치라면 어디든 설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효과적인 풍력발전을 위해서는 적용위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

요하다. 따라서 현재 건물에 풍력발전시스템이 적용된 대표적 사례로 꼽

히는 Bahrain World Trade Center, Discovery Tower, Greenway Self

Park 사례 분석을 통해 초고층 건물에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한 필요조건과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국내 풍력발전시스템의 건물

적용에 관련된 논문을 조사 · 고찰하여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건물에 풍력

발전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을 제시하고자 한다.

2.3.1 풍력발전시스템의 건물 적용 사례분석

풍력발전시스템의 건물 적용방법은 건물 일체형, 건물 상부 적용, 건물

측면 적용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건물 일체형 풍력발전시스템-Bahrain World Trade Center

Bahrain World Trade Center는 세계 최초로 풍력발전시스템을 적용한

건물로 유명하다. (그림 2.12)와 같이 높이 240m의 대칭을 이루는 직각

삼각형 두동의 건물 사이로 상, 중, 하층에 세 개의 다리가 두동을 연결하

며, 세 개의 다리 앞에 각각 풍력발전 블레이드가 설치되어 있다.

(그림 2.12) Bahrain World Trade Center 전경과 풍력발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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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hrain World Trade Center는 외부바람을 잘 받기 위해서 두 개의 동

이 45°정도로 비스듬히 서로 깔대기 모양으로 마주보는 형태로 서있다.

건물 뒤에는 대기보다 압력이 낮은 부압구역을 조성하여 압력 차이에 의

해 더 많은 공기가 밀려들어오도록 계획되었으며, (그림 2.13)의 CFD시뮬

레이션에 의한 기류해석과 같이 실제 불어오는 풍속보다 20% 정도 더 증

폭된다. 이로 인해 건물 사이에 위치한 지름이 29m의 225kW급 수평축

풍력발전기에서 연간 1.3GWh의 전력 생산이 가능하며 이는 건물 연간

전력사용량의 13%에 해당한다.34)

(a) 높이 73m (b) 높이 100m (c) 높이 143m

(그림 2.13) Bahrain World Trade Center의 높이별 기류해석

Bahrain World Trade Center는 풍력발전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 건물

이 위치한 지역의 기후 특성을 면밀히 분석한 뒤 계획 시공 되었다. 하루

에 60% 이상 외부기류가 발생하며 지역의 연간 주풍향의 70%가 페르시

아 만이 위치한 북(N)쪽과 북서(NW)쪽에서 불어오는 탁월한 풍환경 특

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배치형태를 보이게 되었다. (그림 2.14)

는 Bahrain World Trade Center의 (a)주풍향(N)에 의한 기류가 증폭되는

과정과 주풍향 이외의 풍환경을 CFD시뮬레이션을 통해 나타낸 그림으로,

(a)주풍향(N)인 경우 건물에 의해 건물사이에서 벤츄리(Venturi) 효과에

의해 증가된 풍속으로 풍력발전기를 구동 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그밖

에 풍향에서는 풍력발전기의 구동이 어려울 것으로 분석되었다.

34) 윤성욱 외, 풍력발전 복합형 건축물에 대한 고찰, 한국풍동공학회, Vol. 13, No. 3,

p45-5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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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orth wind (b) South wind (c) East wind (d) West wind

(그림 2.14) Bahrain World Trade Center의 풍향별 기류해석

(2) 건물 상부에 적용된 풍력발전시스템–Taxas Discovery Tower

미국 텍사스 휴스턴에 위치한 (그림 2.15)의 Discovery Tower는 높이

147m, 31층 규모로 2010년에 완공되었다. 건물 높이는 높지 않지만 유리

한 풍환경 특성을 이용하여 건물 옥상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하였다.

(그림 2.15) 휴스턴의 Discovery Tower

휴스턴 지역의 연평균풍속은 4.17m/s로 풍력발전시스템을 가동하기에

유리한 환경으로, 일반적으로 고층빌딩을 향해서 불어오는 기류가 건물을

지나가면서 나타나는 빌딩풍의 특성을 이용하여 풍력발전기를 적용하였

다. 일반적으로 고층빌딩에 부딪힌 기류는 하강풍, 박리류를 발생시키며,

Discovery Tower에서는 이러한 빌딩풍의 박리류를 이용하여 풍력발전시

스템을 구동하도록 계획되었다. 또한, CFD시뮬레이션을 통해 (그림 2.16)

과 같이 건물 정면에서 불어오는 기류에 의해 풍력발전기가 설치되는 옥

상의 풍환경을 예측하여 효과적인 풍력발전을 도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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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 Discovery Tower에서의 기류 해석

하지만, Discovery Tower는 (그림 2.17)35)과 같이 풍력발전기가 설치되

어 있는 장방향의 변이 남동축과 북서축을 따라 일직선으로 위치하고 있다.

하지만 옥상에 설치된 풍력발전시스템은 주풍향을 온전히 받지 못하며, 가

장 유리한 풍향인 남서(SW)풍은 그 빈도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36)

(a) 바람장미 (b) Discovery Tower 배치모형

(그림 2.17) Discovery Tower지역의 바람장미와 건물배치

(그림 2.18)37)의 그래프에 나타난 수직축은 풍력발전기 설치위치에서의

평균풍속(Umean)과 원방 접근풍속(Ureference)의 비이며 수평축은 접근풍의

풍향으로, 건물 정면으로 불어오는 남서풍(SW)의 경우가 가장 비율이 높

게 나타남을 알 수 있으며,38) 주풍향(SW) 이외의 풍향에서는 효율이 안

35) Brad C. Cochran, Rick R. Damiani, Harvesting Wind Power from Tall Buildings.

WindPower2008. 2008.2

36) 장호진, 초고층건물에서의 소형풍력발전시스템 적용 프로세스에 관한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47, 2012.2,

37) Brad C. Cochran, Rick R. Damiani, Harvesting Wind Power from Tall Buildings.

WindPower2008. 2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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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을 것으로 나타났다.

(a) 풍동실험 (b) 풍동실험 결과

(그림 2.18) Discovery Tower의 풍동실험과 결과

(3) 건물 측면부에 적용된 풍력발전시스템–Chicago Greenway Self Park

시카고 도심지역에 위치한 (그림 2.19)의 Greenway Self Park는 자동차

725대를 수용할 수 있는 11층 주차빌딩이다.

(그림 2.19) Greenway Self Park의 전경과 풍력발전기 설치위치

친환경성 추구하기 위하여 건물의 코너에 직경 1.2m 길이 4.8m의 수직축

의 풍력발전기 6개를 2열로 설치하여, 풍력발전기에 의해 생산된 전기를 건

물 전체 외부조명을 포함하여 건물에서 사용되는 전기 수요의 일부를 담당

한다. 건물의 남서쪽 코너에 설치된 풍력발전기는 시카고의 겨울 북서(NW)

풍, 여름 남서(SW)풍에 작동되어 연간 10~15MWh를 생산할 것으로 추정된

다. 건물에 설치된 수직축 풍력발전기는 풍향에 관계없이 작동되며, 1~2mph

의 낮은 풍속에서도 전기 생산이 가능하고, 높은 풍속이나 극한적인 날씨 조

건에서도 안전하고 조용하게 작동한다. 또한 주풍향 뿐만 아니라 건물 주변

38) 전완호 외, 풍력발전기가 설치된 고층빌딩에 대한 전산유체역학적 고찰, 한국환경과학

회지, VOL.18, No.8, p919-926, 20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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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고층건물로 인한 생기는 가로풍에 의한 효과까지 기대하여 설계되었다.39)

하지만 주변 건물과 비슷한 높이의 도심 건물은 지역의 주풍향에 크게

영향을 받지 못한다. 사방이 트여있는 개활지 또는 주변 건물보다 월등히

높은 초고층 건물의 경우 주풍향을 이용한 풍력발전기 가능하지만, 주변

건물과 비슷한 높이의 도심 건물의 경우 주풍향의 영향보다 건물과 건물

사이에서 불어오는 빌딩풍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Greenway Self

Park의 경우 시카고 도심 한가운데 위치하며 주변건물과 비슷한 높이를

갖기 때문에 주풍향에 의한 영향보다는 도심의 특징적인 풍환경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사료된다.

2.3.2 건물 적용 풍력발전시스템에 관한 연구문헌고찰

세계적으로 화석연료의 점차적인 고갈로 대체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

아지면서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80년대부터 신재생에너지 중 풍력발전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으

나 경제성의 문제로 대부분 해상풍력 또는 대형풍력발전에 국한되어있다.

하지만 최근 제로에너지하우스개념의 도입으로 건축물에 신재생에너지를

적용하기 위한 노력이 기울어지면서 건물에 적용 가능한 소형풍력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건물에서의 풍력발전 적용에 관한연구(박진철, 2003)40)에서는 기류가 건

물이나 산지 등의 장애물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기류가 변형되는 현상이 건

물의 배치와 기류를 받는 방향에 따라 건물 주변지역의 풍속분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풍력발전시스템을 공동주택단지에 적

용하기 위한 고려요소를 분석하였고, 공동주택 단지 내에 풍력발전시스템을

적용하여 발전할 경우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통해 재생 가능한 환경 친화적

에너지원으로서 효율적 온실가스 방출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였다.

또한, 건물일체형 풍력발전(BiWP) 기술 현황(윤종호, 2008)41)에서는 풍력

발전기를 모듈화, 소형화 하고 건물의 외피에 일체화시킴으로써 의장적 요

39) 문창호 외, 도시의 건축 디자인에서 풍력터빈의 이용에 대한 사례연구, 대한건축학회,

Vol.12, No.4, P23-30, 2010.12

40) 박진철, 건물에서의 풍력발전 적용에 관한 연구, 대학건축학회, Vol. 19, No. 6, 2003.6

41) 윤종호, 건물일체형 풍력발전(BiWP) 기술현황, 한국건축친환경설비학회, Vol. 2 No. 1,

20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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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와 기능적 요소를 모두 부여하는 것을 건물일체형풍력발전(BiWP :

Building integrated Wind Power)이라 정의하였다. 또한, 풍력발전 변화 동

향을 통해 국내 풍력발전의 실태를 분석하였으며, 그 중 대형풍력발전의 주

요 특징 및 도심 환경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도심지에서 건물의 에너지

부하 감소를 목적으로 하는 건물일체형 풍력발전(BiWP)시스템의 종류와 사

례고찰을 통해 도심지에 적용 가능한 풍력발전시스템의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후 초고층 건물의 특성분석을 통해 적용가능 위치에 대한 연구가 진행

되어, 초고층 건물의 풍력발전 시스템 적용을 위한 기초연구(전현도 외,

2009)42)에서는 국내외 추세로 50층 이상 200m이상인 건축물을 초고층 건

물이라 정의하고, 국내 초고층 건물의 현황과 계획안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의 시장동향을 분석하고 초고층 건물에 풍력발전

기를 적용하기 위한 고려요소로서 풍력자원과 도심지의 기류특성, 건물에서

의 빌딩풍에 대한 요소를 분석하였으며, 사례 분석을 통해 초고층 건물에서

기류흐름이 가장 안정되고 강한 풍속을 얻을 수 있는 고층 부분 또는 기류

를 최대한 건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디자인적인 접근을 제안하였다. 유사한

주제의 연구로 초고층건물에서 풍력발전 적용을 위한 기류분석 연구(이동

윤 외, 2010)43)에서는 초고층 건물의 기류특성을 분석하고 시대별 건물의

형태를 분석하여 CFD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으며, 시뮬레이션에 의한 기류

분석을 통해 초고층 건물에서의 풍력발전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초고층 건물에서 풍력발전기의 적용위치를 분류하여 정리한 연구

로 도시의 건축 디자인에서 풍력터빈의 이용에 대한 사례연구(문창호 외,

2010)44)에서는 건축물에서 풍력발전기를 설치한 유형을 건물옥상형, 건물

관통형, 건물사이형, 건물측면형의 4가지 방식으로 구분하여 각 유형에 대

한 사례분석을 통해 건물과 풍력발전기를 일체화시킨 기존디자인에 대하

여 건축적 관점에서 검토 분석하였으며, 건축 디자인에서 풍력발전기를

이용하고자 할 때 필요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도심에서의 풍력발전기시스템 효율과 문제점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

42) 전형도 외, 초고층 건물의 풍력발전 시스템 적용을 위한 기초연구, 대한건축학회, Vol.

29, No. 1, 2009.10

43) 이동윤 외, 초고층건물에서 풍력발전 적거용을 위한 기류분석 연구, 대한설비공학회,

2010.6

44) 문창호 외, 도시의 건축 디자인에서 풍력터빈의 이용에 대한 사례 연구, 대한건축학회,

Vol. 12, No. 4,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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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건축물 일체형 풍력발전의 에너지 효율에 관한연구(김종근 외, 201

0)45)에서는 국내 주요 도시의 5년간 연평균 풍속을 분석하여 도심지의 풍

력발전시스템 적용에 어려움을 설명하고 효과적인 풍력발전을 위한대안으

로서 건물일체형풍력발전시스템을 제시하였다. 또한, 풍력발전과 건축물의

일체화에 있어서 문제점 해결을 위한 디자인을 제안하고, 실제 건축물을

모델링하여 여러 가지 역학적 실험을 통하여 에너지 효율을 평가하였다.

지금까지의 연구 동향을 분석해 볼 때 기존 연구에서는 대부분 건물일

체형 풍력발전을 위한 디자인 또는 외부 풍환경에 따른 풍력발전기의 적

용 가능성에 대한 사례 분석 및 CFD시뮬레이션에 의한 연구가 진행되었

다. 하지만 기존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건축물은 지역의 독특한 기후 특

성에 의해 주풍향이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특수한 기후는

도심지역에서의 잦은 돌풍과 무풍환경의 반복, 주변건물에 의한 빌딩풍등

가변적인 풍환경에서는 적용하기 힘든 사례이다.

풍력발전기의 구동을 위한 기후적 중요 요소로서 강한 풍속과 일정하게

유지되는 풍량이 필수적인 요소이다. 도심지역의 초고층 건물의 경우 다

른 건물에 비해 강한 풍속을 얻을 수 있지만, 이 역시 일정한 풍량의 확

보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초고층 건물에 소형풍력발전시스템

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정하게 불어오는 풍량의 확보가 필수적

이며, 이러한 일정한 풍량 확보가 가능한 설치 위치로서 자연적인 연돌효

과와 거주자의 환기를 위해 끊임없이 일정 풍량의 배기풍이 배출되는 초

고층건물의 배기구를 이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초고층 건물의 경우 기밀시공에 의해 자연화기가 불가하여 강제배기방

식에 의해 환기가 이루어지며, 이러한 환기 방식은 일정량의 풍속과 풍량

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풍력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초고층 건

물의 특성상 강한 풍환경 특성을 가지고 있어 초고층 건물의 배기구를 이

용한 풍력발전시스템은 도심지역에서의 풍력발전을 적용하기 위한 효과적

인 방안으로 판단된다.

45) 김종근 외, 건축물 일체형 풍력발전의 에너지 효율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Vol.

26, No. 8, 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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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소결

본 장에서는 초고층 건물에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 초고

층 건물의 특성을 살펴보고 효과적인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의 적용하기 위

해 풍력발전시스템의 기초이론에 대해 고찰하였다.

최근 고도 성장기에 접어든 아시아 국가들은 국가를 상징함과 동시에

경제력을 과시하기 위해 상징성을 갖는 초고층 건물의 건설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아시아를 중심으로 초고층 건설 붐이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초고층건물 특성상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구조이

며 이러한 에너지소비는 국가차원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노력

에 반하는 행위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초고층 건물

의 에너지소비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고단열, 고효율기기 이용, 자연채

광, 신재생에너지 이용 등 건물에서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많은 요

소들이 적용되고 있다. 그 중 풍력에너지의 활용은 건물에서 사용되는 전

력을 담당할 수 있는 좋은 친환경적 요소로 주목받고 있다.

국외의 연구된 내용을 보면 건물일체형풍력발전시스템의 사례를 통해

초고층 건물에서의 풍력발전 적용성은 다른 신·재생에너지에 비해 좋은

효율이 나올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건물일체형풍력발전시스템 사례로

분석된 건물은 주풍향이 일정한 특수한 환경에서 적용 가능한 예이며, 도

심의 가변적인 풍환경 조건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도심에서 풍력발전시스템의 적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연구되고 있는

초고층건물 역시 풍력발전시스템을 적용하여 구동하기 위해서는 빠른 풍

속과 일정한 풍량의 확보는 필수적이다. 초고층 건물의 경우 건물 특성상

상층부에 강한 풍속의 풍환경이 조성된다. 또한 초고층건물은 기밀시공에

의해 자연환기가 불리하여 기계식 급·배기시스템에 의해 환기가 이루어지

기 때문에 배기풍을 통해 일정량의 풍속과 풍량을 확보 할 수 있는 중용

한 풍력자원으로 활용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은 도심의 가변적

인 풍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풍량을 확보 할 수 있는 주요 적용위치로 고

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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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초고층 공동주택의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시스템 적용 고려요소 도출

3.1 시스템 설계의 필요성

현재 신재생에너지 중 풍력발전은 태양에너지와 함께 가장 많이 사용되

고 있는 친환경적인 에너지 자원이다. 하지만 아직 태양에너지에 비해 풍

력에너지의 활용은 건물에서 사용되기 보다는 대단위 해상 또는 육상의

풍력단지에 국한되어있다. 이러한 이유는 건물에 풍력발전시스템을 적용

하기에는 효율적·비용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일부 건물에 풍

력발전시스템을 일체화하거나 건물 계획단계부터 계획되어 적용된 사례가

있지만 대부분 특수한 환경이며, 또한 비용적인 면에서 천문학적 액수가

따르기 때문에 도심지에서의 적용 가능성은 낮게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풍력자원은 태양에너지와 함께 무한에 가까운 청정자원으로, 이러한 자원

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에너지자원체계의 손실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도심지의 초고층 건물은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신재

생에너지의 필요성은 필수적이다.

대부분의 초고층 건물은 기계 환기방식을 사용한다. 그러나 초고층 건

물의 경우 연돌효과로 인해 압력차가 건물 높이마다 다르고 각 세대는 건

물 내에서 발생하는 전체 공기유동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각

층의 세대에 작용하는 환기 구동력은 각기 다르게 되며, 이러한 연돌효과

로 인한 압력차와 공기유동의 영향을 받아 적절한 환기가 이루어지지 못

하는 문제점46)이 있다.

따라서 본 설계는 초고층 건물의 특성을 적극 이용한 방안으로 초고층

건물의 배기풍과 건물의 높이에서 오는 강한 기류를 이용하여 초고층 건

물의 문제점으로 인식되는 배기효과를 증가 시키며, 풍력발전기를 구동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한다.

46) 조재훈 외, 초고층 건물에서의 연돌효과로 인한 압력분포 및 문제점, 대한설비공학회,

Vol.35, No.5.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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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고려요소 검토

3.2.1 기후 및 지역 환경에 따른 고려사항

초고층 건물은 보통 도심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심의 풍환경은 매

우 가변적이다. 이러한 풍환경 조건에서 효율적인 풍력발전을 위해 대상

지역의 기후환경과 건물에 의한 기류특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이러

한 고려요소를 이용하여 건물에 설치할 풍력발전기의 성능을 최대로 발휘

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해야 한다.

(1) 풍속

풍속이란 통상적으로 공기 흐름의 빠르기를 말한다. 기상학에서는 거의

수평으로 부는 자연풍의 속도를 풍속이라 한다. 활짝 트인 평탄한 지상의

약 10m 높이에서 풍속을 측정하며, 관측 시간 전 10분간의 평균 풍속을

가지고 그 시각의 풍속으로 한다.47)

풍력발전에 있어 풍속은 풍력발전의 좋은 효율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중

요한 요소이다. 풍력발전에서 바람 에너지는 풍속의 세제곱에 비례하여,

풍속이 2배가 되면 가용한 동력은 8배가 된다.48) 풍속의 작은 증가조차도

바람 에너지를 실질적으로 증폭시킨다.

효과적인 풍력발전을 통한 전력생산을 위해서 무풍 없이 지속적인 풍속

이 중요하다. 무풍시간에 의해 멈춰버린 풍력발전기는 다시 기동하기 위해

많은 바람 에너지가 필요하며, 효과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일정시간 가속시

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풍속은 기상조건과 지형적인 특성에 따라 불규칙하

게 변동하기 때문에 풍력발전으로부터의 전력 공급은 확률적이며, 생산량

예측이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49) 따라서 풍력발전을 위한 대상 지역의 풍

환경 예측을 위해서는 대상지역의 잠재적인 풍환경 평가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풍력분야에서 적용되는 바람의 분류법은 미국 NREL

(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에서 제시하는 풍황 측정 등급으

로 1에서 7등급으로 나뉜다. 이에 관한 내용은 <표 3.1>과 같다.50)

47) 네이버 백과사전, 풍속, http://100.naver.com/100.nhn?docid=183177

48) 진경호, 전기풍차, 서울신문, 2010.1

49) 장호진, 초고층건물에서의 소형풍력발전시스템 적용 프로세스에 관한 연구, 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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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

Power

Class

10m Height 50m Height

Wind Power

Density (W/㎡)

Wind Speed

(m/s)

Wind Power

Density (W/㎡)

Wind Speed

(m/s)

1
0 0 0 0

100 4.4 200 5.6

2 150 5.1 300 6.4

3 200 5.6 400 7.0

4 250 6.0 500 7.5

5 300 6.4 600 8.0

6 400 7.0 800 8.8

7 1,000 9.4 2,00 11.9

<표 3.1> 표준 바람 등급의 정의

(2) 풍향

풍향은 풍속과 함께 기류의 상태를 표현하는 중요한 인자이며, 대개 풍

속과 기류 방향의 변화를 방사형 그래프로 표현하는데 이를 바람장비

(wind rose)라고 한다. 이때 가장 빈도수가 높은 풍향을 주풍향이라고 한

다. (그림 3.1)은 국내 초고층 건물이 가장 많이 밀집된 (a)서울(전체 초고

층 건물 중 28%)와 (b)부산(전체 초고층 건물 중 34%)의 풍향을 바람장

미 그래프51)로 나타낸 그림이다. 하지만 도심지역의 주풍향 이외에 밀집

된 건물에 의한 빌딩풍이 존재하며 그로 인해 생성된 기류는 가변적이다.

이러한 환경에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풍향이 풍력발전

시스템의 효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50) Dynamic Map, GISData, Analysis Tools, 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

Http://www.nrel.gov/gis/wind.html

51) 신재생에너지자원 데이터센터, http://kredc.kier.re.kr/k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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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서울지역 (b) 부산지역

(그림 3.1) 서울·부산지역의 바람장미 그래프

(3) 풍속분포

어느 지점에서의 풍력 자원은 그곳의 평균 풍속, 전형적으로 평균 연간

풍속으로 지정한다. 실제 풍속과 풍향은 시간에 따라서 계속 변화하기 때

문에, 에너지량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평균풍속을 아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일정시간 동안의 풍속의 변화가 필요한데 이것을 풍속의 도수

분포라하며, 대게 히스토그램 형태로 나타낸다.

(4) 공기밀도

기류 내의 에너지는 공기밀도라고도 표현되며, 기류를 차단하는 면적

및 순간풍속 인자 중 어느 하나를 증가시키면 기류로부터 얻을 수 있는

에너지가 증가된다. 공기 밀도는 온도와 고도에 따라 변하며, 더운 공기는

찬 공기보다 밀도가 낮아, 동일한 풍속에서라도 한겨울보다 한여름의 더

위 속에서 풍력발전기의 동력 생산량이 더 적다.

(5) 빌딩풍

초고층 건물에 풍력발전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 중

(그림 3.2)와 같은 도심지역 특유의 풍환경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도심

지역의 건물은 높이가 다르며 각기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

한 환경에서 나타나는 풍환경은 개활지와 큰 차이를 보이며, 또한, 초고층

건물에서의 풍환경은 일반 저층의 건물과는 다른 특성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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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역류 (b) 박리류 (c) 하강풍

(d) 극간풍 (e) 가로풍

(그림 3.2) 도심지역에서의 빌딩풍 종류

가) 건물 주변에서 발행하는 기류흐름

기류가 건물에 부딪히면 그 건물 주위에 복잡한 기류가 생긴다. 즉, (그림

3.3)과 같이 기류가 불어오는 면의 기압은 대기압보다 높은 정압(+)이 형성되며

불어가는 면의 기압은 대기압보다 낮은 부압(-)이 형성된다. 이로 인하여 건물

전체에 걸쳐 압력차가 발생하게 되며 이로 인해 기류변화가 발생하게 된다.

(a) 단면 (b) 평면

(그림 3.3) 건물 주위의 압력 변화

도심지의 건물주변에 발생하는 이러한 기류흐름을 빌딩풍이라고 하며, 빌딩풍

의 종류는 난류, 역류, 박리류, 하강풍, 극간풍, 가로풍등이 있다. 이러한 도심지에

서의 기류흐름은 초고층 건물의 풍력발전기 적용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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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난류와 층류

대기에서는 지상 1km이하의 대기는 지표면과의 마찰 때문에 매우 복잡

하고 불규칙적인 운동을 하게 된다. 이러한 불규칙적인 공기의 흐름을 난

류라 한다. 반면에 1km 상공의 공기의 흐름은 규칙적인 흐름을 보이는데

이를 층류라 한다. 난류에는 여러 소용돌이가 불규칙하게 존재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으며, 층류에 비해서 수송계수가 크고 물체에 끼치는 저항

또한 크다. 실제 층류는 자연 상태에서 매우 희귀하다. 난류는 유체의 가

장자리가 굴곡이 있고 유속이 빠르며 유체 점성이 작을 때 발생된다. 따

라서 초고층 건물에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림 3.

4)52)와 같이 구조물등의 의해 발생하는 난류층을 파악하고 이러한 난류층

을 피해 풍력발전기의 설치가 가능한 위치를 파악하여 설치해야 한다.

(그림 3.4) 구조물에 의한 난류 영향과 풍력발전 설치 높이

② 역류

기류가 건물에 부딪히면 건물 높이의 2/3지점에서 아래쪽을 향하는 기

류는 벽면을 따라서 하강하여 지면에 도달하여 일부분은 작은 소용돌이를

치면서 좌우로 흘러가고, 또 다른 일부분은 지면을 따라서 상공의 기류와

는 반대 방향을 향하는데 이를 역류라 한다. 특히 고층건물의 전면에 저

층건물이 있는 경우는 점점 더 빠른 흐름이 된다.

52) A G Dutton, J A Halliday, M J Blanch, The Feasibility of Building-Mounted/

Integrated Wind Turbines(BUWTs): Achieving their potential for carbon Emission

reduction. 2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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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박리류

기류가 건물에 도달하면 벽면을 따라서 흘러가는데 건물 모서리까지 가

면 더 이상 벽면을 따라 흐를 수 없게 되므로 건물의 모서리에서 박리

(Seperation)현상이 일어난다. 이 박리류는 주위의 기류보다 더욱 빠른 풍속을

나타내며 건물 배후의 낮은 압력장을 형성하는 난류역에는 흐트러진 기류가 발

생되며 난류역에위치하는건물에는 매우 불규칙한 풍력이 작용한다.

④ 하강풍

기류가 건물과 부딪히면 건물 높이의 2/3지점에서 상하 혹은 좌우로 나

뉘며, 좌우로 나뉜 기류는 건물 배후에 생긴 낮은 압력 영역으로 빨려 들

어가기 때문에 건물의 측면을 위쪽에서 아래쪽을 향하는 빠른 흐름이 발

생한다. 이것을 하강풍이라 한다. 하강풍의 현상은 건물이 고층일수록 현

저히 발생하며, 그만큼 상공의 빠른 기류를 지상으로 끌어내리게 된다. 또

한 고층건물의 하단 부근에서는 하강풍과 박리류가 합쳐지기 때문에 상당

히 빠른 기류가 불게 된다.

⑤ 극간풍

인접한 고층건물이 있거나 건물이 2동 이상일 경우에는 기류가 건물사

이를 통과하게 되면 벤츄리효과에 의해 빠른 기류가 발생 하게 된다. 이

것은 각각의 건물로부터의 박리류, 하강풍이 겹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

이라서 극간풍 또는 골짜기바람이라 한다.

⑥ 가로풍

건물이 가로를 따라 규칙적으로 배치되어 있을수록, 가로의 폭이 넓을

수록 기류는 가로를 따라 불기 쉽다. 따라서 고층건물에서의 박리류, 하강

풍 등도 가로를 따라 부는 형상이 일어날 수 있으며, 이러한 성질을 갖는

기류를 가로풍이라고 한다.

나) 높이에 따른 풍환경

지면 근처의 기류는 장애물 등에 의해 기류의 유동에 변화를 일으키며

이러한 장애물에 의한 변화는 기류의 진행에 방해를 일으킨다. 그렇기 때

문에 풍속은 지면으로부터 높은 위치에 있을수록 증가하게 되며, 그렇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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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대부분의 풍력발전기는 위쪽은 더욱 강력하고 난류가 덜한 기류의

이점을 살리기 위해 대부분 지면으로부터 높은 타워 위에 설치된다.

풍속은 풍력발전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측정을

통한 정확한 풍속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초고층 건물의 경우

높이에 따른 풍속의 측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높이에 따른 풍속을 계산

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기상청의 평균풍속 측정자료를 바탕으로 가장 오차

가 적고 비교적 보정이 용이한 Deacon식53)이 주로 이용된다.

 


 


 (식 3.1)

   보정된고도의풍속과고도
   실측된풍속계의풍속과고도 

     

 ln  


ln 


 ln 


(식 3.2)

 ×  기하학적평균높이 
  풍속측정높이
  지면거칠기정도

는 주변지형의 지면 거칠기 정도(Roughness Length, m)54)를 나타내

는 요소로써, 적용지역의 주변 지형을 고려하여 <표 3.2>에서와 같이 각

지형의 거칠기 정도에 따른 의 값을 활용하여 초고층 건물의 높이에

따른 풍속을 추정할 수 있다.

53) 기상청, “풍력자원지도 개발 연구보고서”, 2007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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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지면 거칠기 정도

그리고 일반적으로 지면 거칠기 정도를 지역에 따라 City terrain(≥0.7),

Suburban terrain(=0.25~0.3), Open field(=0.01~0.03)으로 크게 분류하여 사용

되어지며 (그림 3.5)는 지면 거칠기에 따른 높이별 풍속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55)

(그림 3.5) 지면 거칠기에 따른 풍속 분포

55) 이동윤, 초고층 건물에서의 하이브리드 파워시스템 적용 방안에 관한 연구, p35~36,

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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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도심지와 교외, 평탄지에서의 지형 특성에 따른 정확한 높이별 풍

속변화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거칠기 정도를 파악하여야 하며, 이

러한 거칠기 정도에 따른 풍속변화를 검증하기 위해 국내에서 초고층 건물

이 가장 많이 계획·시공된 부산과 서울지역의 1981~2010년간의 연평균풍속

값56)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50m와 80m 높이에서 실측된 기상청 자료57)

와 비교하여 보정식과 검증해본 결과 <표 3.3>과 같은 분포를 나타냈다.

높이(m)

서울

높이(m)

부산

보정된 풍속

(m/s)

측정 풍속

(m/s)

보정된 풍속

(m/s)

측정 풍속

(m/s)

10 2.3(기준풍속) 17.8 3.7(기준풍속)

50 3.82 3.6 50 4.78 4.4

80 4.25 4.2 80 5.23 5.0

<표 3.3> 기상청에서 실측한 50m와 80m의 풍속과 보정된 풍속비교

Deacon식에 의한 보정값과 실측값의 비교 결과 오차율은 약 5%내외로 실

측된 풍속과 유사한 풍속변화율로 초고층 건물의 높이에 따른 풍속변화율을

판단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라 서울과 부산의 높이별 풍속 분포

는 <표 3.4>와 같이 계산된다. 현재 계획·시공되고 있는 초고층 건물은 100

층 이상의 500~800m 높이로 지어지고 있으며 이에 추정결과 서울의 경우 약

6m/s이며, 부산의 경우 약 7m/s로 소형풍력발전기를 구동하기에는 적정한 풍

속이라 판단된다. 독일풍력발전연합(German Wind Energy Association)에서

는 풍력발전단지의 건설기준을 연평균 풍속 5.5m/s로 규정58)하고 있으며, 경

제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풍속 또한 5m/s로 알려져 있어, 초고층 건물에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을 적용함에 있어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높이(m) 서울(m/s) 부산(m/s)

500 5.83 6.77

600 5.98 6.90

700 6.10 7.01

800 6.21 7.10

<표 3.4> Deacon 보정식을 통한 주요 도시의 높이별 풍속 분포

56) 기상청, http://www.kma.go.kr/, 30년간 평년값자료

57) 기상청, http://www.kma.go.kr/, 풍력자원지도
58) 송근용 외, 풍력발전단지 입지선정 기술개발을 위한 기반조사 및 사례조사, 한국풍공

학회, Vol.16, No.1, 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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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풍력발전기 특성에 따른 고려사항

도심지역에서 풍력발전기의 선정은 풍환경뿐만 아니라 풍력발전기의 기계

적 특성 또한 중요하게 살펴봐야할 문제이다. 사전에 계획되지 않은 풍력발전

기의 선정과 설치는 에너지 생산 효율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풍력발전기의 특성을 검토하였다.

(1) 출력곡선

성능곡선(wind power performance curves)이라고도 하는데 (그림 3.6)과

같이 풍력발전기의 출력 대비 풍속을 나타내는 곡선이다. 이렇게 풍속의 변동

을 고려하여 인증을 받는 풍력발전기라도 출력곡선에 약 10%내외의 오차를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풍력발전기의 선정시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그림 3.6) 풍력발전기의 출력곡선 예시

(2) 출력계수

출력계수는(power coefficient, CP)는 자연풍으로부터 블레이드를 통하

여 얻을 수 있는 에너지의 비율을 말하며, (식 3.3)과 같다.

 


 


(식 3.3)

 실제로얻어진출력 · or  

  공기밀도  or 

  블레이드의바람접촉면적  

  풍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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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계수의 최대값은 베츠계수(Betz limit)라고 알려져 있으며, 이론적 최

대 출력계수 값은 59.3%이고, (그림 3.7)과 같이 고성능 프로펠러형 풍력발

전기가 45~48%이고, 항력형 사보니우스 풍력발전기가 15~20%정도이다.

(그림 3.7) 블레이드 형태별 주속비와 파워계수 관계

물리적 출력계수 측면에서만 보면, 프로펠러식, 다리우스식, 사보니우스식 풍력

발전기 순으로 성능이 우수하다고 판단될 수 있지만, 출력계수 뿐만 아니라 풍력

발전 블레이드 회전 면적을 구성하는 물리적 장치비용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3) 주속비(TSR, tip speed ratio)

풍력발전기의 블레이드 선단속도란 블레이드가 회전할 때 블레이드 끝

이 움직이는 속도이다. 선단속도는 블레이드의 길이가 증가함에 따라 선

속도가 증가하며, 일정속도를 초과하면 소음발생과 관련되기 때문에 도심

지역의 재실자가 있는 건물에 적용될 경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며, 풍

속에 대한 블레이드 선단 운동속도의 비는 다음 (식 3.4)와 같다.

  


 


(식 3.4)

  풍력발전기의회전수  

  풍력발전기의반경 

  풍력발전기의직경 

  풍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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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기는 종류와 블레이드의 매수 및 형상등에 따라 출력계수와 이

용 가능한 주속비가 달라지며, 주속비는 블레이드의 반경 위치에 따라 크

기가 달라지므로 고유의 주속비를 갖는 블레이드 직경은 정격풍속에 따라

범위가 제한된다. 따라서, 풍력발전기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주속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정격풍속에 따라 블레이드의 직경과

정격회전수를 적절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4) 솔리디티(solidity)

솔리디티는 풍력발전기의 성능을 나타내는 중요한 특성계수로서 풍력발

전기의 회전면적과 블레이드 면적의 비로 정의하며 (식 3.5)와 같다.

솔리디티 풍력발전기의회전면적
풍력발전블레이드면적의합

(식 3.5)

수평축형 풍력발전기에서는 날개매수가 많은 미국 다익형이 프로펠러형

보다 솔리디티가 크고, 토크가 커서 양수용 펌프를 돌리기에 적절하며, 수

직축형 풍력발전기에서는 사보니우스형이 다리우스형보다 솔리디티가 크다.

축방향에 따른 솔리디티를 식으로 나타내면 (식 3.6), (식 3.7)과 같다.

수평축의 경우

  
 


(식 3.6)

수직축의 경우

  


(식 3.7)

블레이드의 수가 적고 낮은 솔리디티를 갖는 풍력발전기는 고속에서 운

전되므로 주속비의 3승에 비례하여 가파르게 상승하기 때문에 항력손실이

높아져서 광범위한 주속비에 걸쳐서 낮고 평편한 출력계수를 나타낸다.

또한, 블레이드 수가 많고 높은 솔리디티를 갖는 풍력발전기는 주속비에

따라 민감하게 변화하는 날카로운 꼭지점을 갖는 좁은 대역의 성능곡선을

갖게 되며, 저속인 저주속비 영역에서는 높은 출력계수를 나타내지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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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증가할수록 출력계수는 실속에 의하여 급격하게 저하된다.

따라서, 블레이드의 수와 폭을 적절하게 조절된 최적 솔리디티의 블레

이드를 선택 하는 것이 필요하다.

(5) 풍력발전기의 가동률(availability)

풍력발전기의 가동률은 풍력발전기의 신뢰성의 척도를 나타내는데, 발전기의

가동 준비율을 말한다. 오늘날의 풍력발전기는 대개 95%이상의 가동률을 가질

정도로 신뢰성이 높아지고 있다. 가동률을 계산하는 방법은 (식 3.8)과 같다.

설비가동률  연간시간
연간가동시간 

× (식 3.8)

(6) 풍력발전기의 이용률(CF, capacity factor)

이용률은 전력생산을 위한 발전설비의 생산성을 측정하는 척도인데 풍

력발전기가 연간발전량을 그 발전기의 정격출력에서 연간 생산한 발전량

으로 나눈 값을 말하며 (식 3.9)와 같이 표현된다.

설비이용률    정격출력 ·연간시간
연간발전량 

× (식 3.9)

최신 발전용 풍력발전기는 95% 전후로 가동하지만 풍황의 변화 때문에

정격 용량보다 낮게 운용되며, 대개 25~40% 정도이다. 이용률을 올리기

위해 매우 큰 로터와 매우 작은 용량의 발전기를 조합할 경우 이용률을

60~80%까지 올릴 수 있지만 생산되는 전기는 매우 적어지는 문제가 있다.

(7) 연간 에너지생산량(AEP, annual energy production)

풍력발전기가 생산할 수 있는 연간 에너지 생산량을 의미한다. 풍력발

전기를 설치하여 얻을 수 있는 발전 전력량은 풍속분포식을 이용하거나

직접 관측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로 풍력발전기를 결정하고, 평균풍속과 연간 풍속분포를 알면

(식 3.10)을 이용하여 에너지 생산량을 예측할 수 있다.

  ∑  · ·  (식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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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발전량 
  풍속에서의생산전력 
  풍속이 가될확률

두 번째로 연간 발전량을 계산하는 방법은 이미 측정되었거나 다년간 축정

된 설비이용률에 대한 데이터가 있을 때 가능한 방법으로 (식 3.11)과 같다. 59)

  ·· (식 3.11)

  설비이용률 
  정격출력  

3.2.3 풍력발전기 적용시 주거 환경에서의 고려사항

도심지역의 건물에 풍력발전기를 적용할 경우 환경적 문제와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 건물에 설치된 풍력발전기는 소음과 블레이

드의 회전에 의한 하중이 발생하며 이러한 환경적 문제는 각종 민원의 원인

이 된다. 또한 낙뢰 또는 강한 기류에 의해 파손된 풍력발전기는 재산피해

뿐만 아니라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되기 때문에 풍력발전기를

건물에 적용시 고려해야 하는 환경적, 안전성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였다.

(1) 소음

풍력발전시스템은 몇 가지 환경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대표적으로 소

음, 전자파 간섭, 조류 및 기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들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풍력발전에서의 소음은 사람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

이다. 풍력발전기의 소음은 크게 공기역학적 소음(aerodynamic noise)과

기계적 소음(mechanical noise)으로 나눌 수 있다.

공기역학적 소음은 기류가 블레이드를 통과하면서 발생한다. 로터속도

에 따라 증가하는데 이러한 광대역잡음(broadband noise)은 풍력발전기에

서 발생하는 소음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또 난류가 불면 풍향이 바뀜에

59) 황병선, 최신풍력터빈의 이해, 2009.9, p5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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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적용대상지역
환경기준dB(A)

낮(06:00-22:00) 밤(22:00-06:00)

일반지역

‘가’지역 50 40

‘나’지역 55 45

‘다’지역 65 55

‘라’지역 70 65

도로변지역

‘가’지역 65 55

‘나’지역 65 55

‘다’지역 70 60

‘라’지역 75 70

〈‘가’지역〉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 중 보전관리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농림지역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중 전용주거지역

(4)「의료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5)「초·중등교육법」제2조및「고등교육법」제2조의규정에의한학교의부지경계로부터50미터이내의지역

(6)「도서관 및독서진흥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지역

〈"나"지역〉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 중 생산관리지역

(2)「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30조의규정에의한주거지역중일반주거지역및준주거지역

〈"다"지역〉

(1)「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6조제1항의규정에의한도시지역중상업지역과동조동항의

<표 3.5> 환경소음 진동기준

따라 저주파수대의 소음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소음은 주변 거주자

에게 불쾌감을 주며 민원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현재 상용화되어있는 일

반적인 소형풍력발전기는 축방향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50dB 내외로 주

변환경에 큰 문제를 일으킬만한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다.

아직 소형풍력발전기의 소음에 대한 기준은 없지만 현행 소음기준을 이

용해 검토해보면, 환경정책 기본법 제10조(환경기준의 설정)에 의한 환경

소음 진동기준 <표 3.5>60)의 일반지역 중 주거지역에 속하는 ‘가’지역의

소음기준은 낮(06:00-22:00)에는 50dB, 밤(22:00-06:00)에는 45dB로 일반

적인 소형 풍력발전기의 소음레벨 50dB보다 낮거나 같다. 소형풍력발전기

의 소음 저감기술은 계속해서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풍력발전기의

종류마다 그 소음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적용하고자 하는 환경에 적합한

풍력발전기를 적용할 경우 소음에 대한 문제는 사라질 것으로 판단된다.

60) 국가소음정보시스템, http://www.noiseinf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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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의한관리지역중계획관리지역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중 준공업지역

〈"라"지역〉

(1)「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30조의규정에의한공업지역중일반공업지역및전용공업지역

또한,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 제20조에 명시되어 있는 생활소음 규

제기준 <표 3.6>을 살펴보면, 주거지역의 옥외에 설치된 확성기의 소음

기준은 60~65dB로 생활소음 기준 또한 소형풍력발전기의 소음보다 높은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어, 소형풍력발전기의 소음은 현행기준상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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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ㆍ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ㆍ종합병원ㆍ공공도

서관

확

성

기

옥외설치 60이하 65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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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이

나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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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생활소음 규제기준

(2) 하중

풍력발전기 회전에 의한 하중은 일반적으로 장시간 동안 운용이 되어야

하고 불확실성을 동반하므로 측정 결과에 의한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

하중측정 데이터를 활용한 설계와 최적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보다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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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성과 설계 적합성을 제시할 수 있고 인증을 위한 자료로 활용이 되기

위해서는 하중 측정을 통한 검증 작업이 필요하다.

(3) 안전성

가) 낙뢰

초고층 건물에 적용되는 소형풍력발전기의 경우 비록 일반적인 대형 풍

력발전기에 비해 크기는 작지만 초고층 건물의 높이와 자연상태에 노출된

지역에 설치되기 때문에 낙뢰의 목표물이 되기 쉽다, 또한, 블레이드는 전

기저항성이 높은 재료로 되어있어 직접 낙뢰에 노출되기 쉬우며, 고전력

의 전기적 시스템이면서 전자시스템이기 때문에 낙뢰 피해로 인한 손상이

심하다. 낙뢰에 의한 대표적 손상 비율은 (그림 3.8)과 같다. 낙뢰에 의한

피해는 대부분 전자제어시스템에 심각하게 나타나지만 비교적 보수가 용

이한 반면 블레이드 같은 구조물의 손상은 많은 시간과 비용을 초래한

다.61)

(그림 3.8) 낙뢰에 의한 풍력발전기의 손상 분포도

나) 태풍

우리나라에서 여름철에 발생하는 초대형 태풍의 경우에 최대 순간 풍속이

40m/s에 이르며, 기류의 방향과 크기는 순간적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돌풍

이 나셀과 블레이드에 순간 하중을 가하면 풍력발전기는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

초고층건물에 설치된 풍력발전기의 경우 이러한 풍환경에서 블레이드의 손

상은 치명적 일수 있다. 손상된 풍력발전 블레이드가 지상으로 추락할 경우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풍환경조건에서 특히

태풍이라는 자연조건을 고려한 풍력발전기의 설계와 선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61) 황병선, 최신풍력터빈의 이해, p488~528, 20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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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초고층 공동주택의 배기특성 분석

3.3.1 국내 초고층 공동주택의 배기시스템 사례분석

본 절에서 국내 초고층 공동주택의 환기방식 및 배기덕트를 조사 분석

하여 초고층 건물에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을 적용 할 수 있는 배기구의 종

류와 배기구의 크기를 파악하고자 한다.

(1) The Classic 500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The Classic 500은 2009년 완공 된 주상복합 건

물로 지상 50층과 지상 40층의 두 개의 동이 존재하며 최고높이는 약

155m의 초고층 공동주택 건물이다. The Classic 500에서 사용되고 있는

환기방식은 기계 환기방식으로 거실과 방은 개별 급·배기방식을 사용하

며, 주방과 욕실은 공용 급·배기방식을 사용되고 있다.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의 적용이 가능한 배기구는 주방과 욕실에서 올라오는 배기

구(800x500mm)와 보일러연도(∅1600mm), 비상발전기연도(∅1450mm)가 존재한

다. 하지만 보일러연도와 비상발전기연도의 경우 특정 계절 또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이 되지 않고 있다. 그에 비해 주방과 욕실의 배기구는 재실자의

실사용에 따라 일정량 이상의 풍량 및 풍속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타워팰리스

2004년에 완공된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타워팰리스 3차는 국내 초고층

공동주택에서 대표시 되는 건물 중 하나이다. 건물의 규모는 지상 69층,

지하5층이며 높이는 264m로 63빌딩(249m)에 비해 15m가 더 높은 초고층

건물이다. 타워팰리스 3차에서는 화재시 재실자가 대피할 수 있도록 피난

층 및 기계실이 16층과 55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각 실의 환기시스템은

거실과 방의 경우 개별 급·배기방식이 사용되고 주방과 욕실의 경우 공용

급·배기방식이 사용된다.

타워팰리스 3차는 배기겸용소형풍력발전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한 배기구

중 보일러연도와 발전기 연도가 존재하지 않아, 욕실과 주방으로부터 올

라오는 500mmx400mm의 배기구가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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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포스코 The# 센텀스타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The# 센텀스타는 세 개의 동이 하나의 단지를

이루는 형태로 2008년 완공되었으며, 지상 60층, 지하 5층의 규모로 높이

는 226m에 이르는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이다.

지상 28~29층, 552~53층 60층에 걸쳐 피난층 및 기계실이 위치하고 있

다. 환기방식은 거실과 방의 경우 개별 급·배기방식을 사용하며, 주방과

거실의 경우 공용 급·배기 방식을 사용한다.

건물의 옥상부에 배기겸용소형발전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한 적정장소로

는 주방과 욕실에서 올라오는 550mmx350mm의 배기구가 존재하며, 보일

러연도(∅1600mm)와 비상발전을 위한 발전기연도(1400mmx1400mm)가

존재한다.

(4) The# 센트럴스타

마지막으로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The # 센트럴스타는 앞서 설명한

건물 가운데 가장 최근인 2011년에 완공된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이다. 건

물의 규모는 지상 58층 지하 5층에 이르며 높이는 지상 199m이다.

각 실의 환기 방식은 좀전의 초고층 건물들과 동일하게 거실과 방의 경

우 개별 급·배기방식을 사용하며, 주방과 거실의 경우 공용 급·배기방식을

사용한다. 배기겸용소형풍력발전시스템의 적용 가능한 배기구로는 공용

급·배기방식을 이용하는 주방과 화장실의 600mmx400mm크기의 배기구와

보일러연도(∅2000mm)가 존재한다.

3.3.2 배기겸용소형풍력발전시스템의 적용 위치 분석

국내에서 대표되는 초고층 주거건물의 환기방식과 배기덕트의 현황에

대해 조사된 <표 3.7>과 같이 초고층 건물의 경우 자연환기가 아닌 기계

장치에 의한 강제 환기시스템이 사용되고 있다. 대부분 거실과 방의 경우

개별 급·배기방식이 사용되며, 주방과 욕실의 경우 공용 급·배기방식이 사

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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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lassic

500
타워팰리스

포스코 The#

센텀스타

The#

센트럴스타

환

기

방

식

주방 공용

급·배기방식

(주방, 욕실

800×500)

공용

급·배기방식

(주방, 욕실

500×400)

공용

급·배기방식

(주방, 욕실

350×550)

공용

급·배기방식

(주방, 욕실

400×600)
욕실

거실 개별

급·배기방식

개별

급·배기방식

개별

급·배기방식

개별

급·배기방식방

보일러연도 ∅1600 - ∅1600 ∅2000

발전기연도
∅1450 - 1400×1400 -

비상발전기용 - 비상발전기용 -

<표 3.7> 주요 초고층공동주택의 환기방식 및 덕트현황

초고층 공동주택건물에서 배기겸용소형풍력발전시스템을 적용 할 수 있

는 적용가능한 배기구는 주방과 욕실에서 올라오는 배기구와 보일러연도,

발전기연도가 있다. 각 배기구의 크기는 주방과 욕실에서 올라오는 배기

구의 경우 보통 500mm 내외의 크기이며, 보일러 연도의 경우 ∅

1500mm~2000mm 내외의 크기로 나타났다. 또한 발전기 연도의 경우 ∅

1500mm 내외의 크기로 나타났다. 하지만 보일러연도 또는 발전기 연도의

경우 특정 계절 또는 특수한 경우에 운영되며, 일부 건물에서는 연도조차

없는 경우가 있었다. 그에 비해 주방과 욕실에서 올라오는 배기구의 경우

배기구의 크기는 작지만 대부분의 초고층 건물이 공용 급·배기방식을 이

용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건물에 존재하며 재실자의 사용에 따라 일정한

풍량은 물론 일정범위 이상의 풍속까지 확보할 수 있어 소형풍력발전시스

템을 적용하기 위한 적정 장소로 사료된다.

3.4 고려요소 도출

3.4.1 배기겸용소형풍력발전시스템 설계를 위한 고려요소 분석

(1) 풍력발전을 위한 필요 풍속과 풍량

초고층 건물이 가장 많이 분포해 있는 도시는 서울과 부산이며, 이 지역

의 지상 200m에서의 평균풍속은 5.5m/s(서울 5.06m/s, 부산 6.05m/s)이다.

현재 건물에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풍력발전기의 사양은 <표 3.

8>62)의 국내 소형풍력발전기 사양과 같이 회전반경 2m이하, 발전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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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kW이하로, 이러한 풍력발전기를 구동하기 위한 시동풍속은 보통

1~3m/s 내외이다.

모델명 Air-XL-400W GWE-500AI/500BI DS300 CP-1000

제조회사 효림모라 금풍에너지 ㈜하이에너지코리아 ㈜시그너스파워

사진

정격출력 400W 500W 400W 1kW

시동풍속 2.7m/s 1m/s 3m/s 1.3m/s

회전지름 1.15m 1.4m 2m 2m

<표 3.8> 국내의 소형풍력발전기 사양 예시

초고층 건물이 밀집된 주요도시 지상 200m에서의 평균풍속은 3m/s이상으로

소형풍력발전기의 구동을 위한 풍속을 충족하고 있다. 하지만 도심지는 기류가

가변적으로 발생하여 지속적인 기류보다는 순간적인 돌풍이 주로 일어나는 풍

환경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풍량의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풍력발전기를 구동하기 위한 시동풍속은 3m/s이며, 풍속이 증가함

에 따라 발전량 또한 증가하게 된다. 풍력발전기에 있어 시동풍속은 가장 중요

한 요소이다. 정지해 있는 블레이드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많은 바람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회전하기 시작한 블레이드의 회전을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

요하다. 하지만 한번 시동되어 회전하기 시작하는 블레이드는 1~2m/s 내외의

기류에서도 회전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풍력발전을 위해서는 회전하는 블레이

드가 멈추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동력을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초고층 건물의 배기구에서 발생하는 배기풍은 사용되지 않고 버려지는 기류이

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풍력발전기를 적용하기 위한 풍량과 풍

속만 확보된다면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좋은 풍환경 요소로 활용될 수 있다.

일반적인건물에서의배기풍속은 1m/s내외로배기구의크기에따라풍량의확보에

는 무리가 없지만, 풍력발전기의 지속적인 회전을 위한 필요풍속에는 못 미치기 때문

에배기구에풍력발전기를적용하기위해서는풍속을증가시킬방안이필요하다.

62) 제조회사 홈페이지에서 자료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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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기의 상승효과

건축설비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함에 따라 초기 초고층 건물에서 가장 문

제가 되던 내부기밀성과 화재에 대한 대책, 그리고 연돌효과 문제가 계속

해서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여름과 겨울에 발생하는 연돌효과는

실내환기에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실내환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건

물의 옥상배기구에 외부기류를 이용하여 환기를 시키는 무동력 환기팬을

설치하여 이용하고 있지만, 이 역시 좋은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배기구 위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한다는 것은 배기효율을

더 저하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풍력발전기의 선정에 앞

서, (그림 3.9)와 같이 실내배기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배기효과가 더욱 증

가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다.

(그림 3.9) 외부기류와 풍력발전기에 의한 배기효과

(3) 소음

국내의 대규모 육상풍력발전단지와 인접해 있는 마을에서는 소음에 대

한 민원이 빈번하게 접수되기 때문에 소형풍력발전기 역시 건물에 적용할

경우 소음에 대한 문제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소형풍력

발전기 시장이 점차 커지면서 소형풍력발전기의 부품이 간소화되고 적용

기술 또한 향상됨에 따라 일반적으로 50dB 내외의 소음이 발생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 소형풍력발전기를 건물에 적용하기 위한 소음 기

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하지만 환경소음진동기준, 생활소음규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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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예로 보면 50dB 내외의 소형풍력발전기의 소음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소음에 대한 불쾌감은 주관적인 성향이 강

하기 때문에 공동주택과 같이 재실자가 오랜 시간 상주해 있는 장소에서

는 풍력발전기의 선정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고속회전을 하는 풍력발전기는 풍력발전 효율이 좋으나 블

레이드가 고속회전을 하며 생기는 소리에 의해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저속회전을 하는 풍력발전기의 경우 풍력발전 효율은 좋지 않으나

소음은 적어 심리적인 불쾌감을 줄일 수 있다.

이러한 풍력발전기의 소음과 효율에 관한 특성을 반영하여 풍력발전기

의 선정 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4) 안전성

건물에 풍력발전기를 적용하기 위해 가장 유의해야 할 문제로 안전성을

꼽을 수 있다. 국내외 사례를 보았을 때, 도심지에 풍력발전기를 적용할

경우 풍환경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초고층건물 또는 고층건물의 외

벽, 옥상부분에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풍력발전기의 기계적,

환경적 문제에 의한 파손은 자칫 인구밀도가 높은 도심지에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풍력발전기를 건물에 적용 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010년에 준공된 미국 텍사스 휴스턴에 위치한 디스커버리 타워

(Discovery Tower)는 건물 옥상에 수직축 풍력발전기를 2열로 총 10개

설치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규모 29층, 147m 높이의 건물이다. 휴스턴의

상징적 건물이 된 디스커버리 타워는 텍사스의 우수한 풍황조건을 이용하

여 풍력발전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지만 풍력발전기 시범운전 기간 중

파손된 부품이 인도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고층건물 융합형 풍력발

전의 안전성에 대한 심각 한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고 한다.63) 이러한 사

례에서 찾아볼 수 있듯 건물의 외벽에 위치한 풍력발전기는 위험요소로

안전성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건물의 외벽 또는 건물의 옥상단

부에 설치되던 기존설치 위치 이외에 안전성이 고려된 장소에 소형풍력발

전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63) 김현구, 도시 풍력발전 동향, 녹색기술동향보고서, Vol.5, p8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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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배기겸용소형풍력발전시스템 설계를 위한 고려요소 도출

(1) 배기효과의 발생 및 증폭 방안

배기효과를 겸한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의 설계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배기

효과뿐만 아니라 풍력발전기를 효율적으로 구동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 이러한 두 가지 요소를 충족하기 위한 방법으로 베르누이효과

를 이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베르누이 효과를 이용한 기기 또는 장치

는 이미 시중에 많이 보급되어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그림 3.10)과 같이

외부 기류가 좁은 구조물을 빠르게 통과하면서 발생하는 압력의 변화에

의해 배기구에 부압을 발생시켜 배기효과를 일으킨다.

(그림 3.10) 베르누이효과를 이용한 환기방법

(2) 외부기류의 증폭 방안

초고층건물의 최고층 부분은 일반적으로 5m/s이상의 외부 풍환경 특징

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외부기류는 필요로 하는 속도로 일정하게 불어오

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풍속 이하로 불어오는 기류도 증폭시켜 사용

할 수 있는 풍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면, 풍력발전의 효율 향상에 좋은 요

소로 작용 할 것이다. (그림 3.11)64)은 일반적으로 건물에 발생하는 박리류

로써, 이러한 구조형태에 의한 기류의 특성을 이용할 경우 평소 이용되지

않고 사라질 수 있는 기류를 이용하여 더욱 강한 풍속을 얻을 수 있다.

64) Carbon trust, Small-scale wind energy, p.2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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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박리류에 의한 풍속의 증폭

(3) 난류의 억제 방안

난류는 기류가 어떠한 구조물 또는 장애물등을 통과할 때 불규칙적으로

흐르는 현상이다. 풍력발전을 위한 양질의 기류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되도록 이면 이러한 난류의 발생은 최소한으로 억제하는 것이 풍력발전의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림 3.12)는 사각형의 구조

물과 원형의 구조물에서 발생하는 기류의 흐름을 비교한 그림으로써 사각

형의 구조물의 경우 난류가 넓게 발생하는 반면 원형의 경우 난류발생의

폭이 좁게 나타난다.

(a) 사각형 건물 (b) 원형 건물

(그림 3.12) 건물형태에 따른 난류발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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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소결

본 장에서는 초고층 건물에 적용할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을 설

계하기 위한 고려요소를 조사 분석하여 필요요소 및 성능을 도출하였다.

도심지역의 건물은 주변 풍환경 간섭으로 인해 가변적인 풍향·풍속과 돌

풍등의 풍환경 속에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을 건물에

적용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을 나열하면, 첫 번째로, 대상지역의 기후

환경과 도심지역의 건물에 의한 기류특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풍력발전기의 특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사전에 계획되

지 않은 풍력발전기의 선정과 설치는 에너지 생산 효율에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세 번째로, 환경적 문제와 안전성에 대해 고려되어야 한다. 풍력발전에

따른 소음과 하중은 각종 민원의 원인이 된다. 또한, 파손된 풍력발전기는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되기 때문에 풍력발전기를 건물에 설

치시 위치선정에 있어 고려가 필요하다.

풍력발전시스템은 일정한 풍향·풍속과 끊임없는 풍량이 확보 되어야 효

과적인 풍력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초고층 공동주택 건물

에서 배기구는 기계적 환기시스템에 의해 끊임없이 풍량을 확보할 수 있

는 중요한 풍환경 요소로 작용하며, 이러한 배기구는 소형풍력발전기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초고층건물의 배기구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배기풍을 이용하는

방법은 초고층건물의 특성을 이용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초고층

건물에서 배기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풍력발전기의 설치만으

로 이루어 질 수 없기 때문에 소형풍력발전기와 배기구의 통합된 설계가

필요하다. 설계를 위해 고려되어야 할 요소로는 우선적으로 풍력발전기를

구동하기 위한 필요 풍속과 풍량 확보, 배기효과의 증가, 주거 환경적 고

려요소가 충족되어야 하며, 이후 풍력발전시스템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

한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의 효율적 설계

를 위해서는 배기효과 발생 및 배기풍속의 증폭, 외부기류이용, 난류의 억

제에 대한 방안이 고려되어야 하며, 또한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을

설계에 적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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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시스템 설계 및

풍동실험

4.1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의 개요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은 외부기류를 이용 할뿐 아니라 배기구에서

지속적으로 배출되는 배기풍을 동시에 이용하여 풍력발전을 하는 시스템이다.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의 구현은 단순히 풍력발전기의 설치만으

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소형풍력발전기가 설치되는 배기구의 형태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배기구의 요구성능은 외부기류를 모

아주는 집풍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배기구내부에서의 배기효과를 향상시

켜야 할 필요가 있다.

외부기류와 배기풍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림 4.1)과 같이 배기구에 부딪

힌 외부기류는 배기구 표면을 따라서 풍력발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상부로

향하게 되며, 이러한 상승기류는 배기구 내부에 부압을 발생시켜 배기효

과를 일으키게 된다. 외부의 강한 기류는 풍력발전기의 시동풍속으로서

작용하게 되며, 지속적으로 배출되는 배기풍은 풍력발전기의 지속적인 구

동을 돕게 된다.

(그림 4.1) 배기겸용소형풍력발전시스템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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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배기구 형태에 따른 최적안 도출을 위한 CFD시뮬레이션

4.2.1 시뮬레이션 개요

본 설계배기구는 CFD시뮬레이션과 풍동실험을 통해 성능평가를 실시하

였다. 시뮬레이션은 <표4.1>과 같은 해석절차와 설정조건에 의해 시뮬레이

션 되었다. CFD(전산유체역학)해석은 비선형 미분방정식인 나이버-스톡스

방적식(Navier-Stoke Equation)을 사용하였으며, 구조물 주변의 대기유동

현상을 실제와 같은 차원에서 해석하기 위해서 구조물의 급격한 형상변화

에 따라 유동박리의 정확한 해석을 위해 난류모델(turbulence model)의 사

용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본 해석에서는 K-ε 난류모델을 사용하였다.

시뮬레이션 해석절차

Simulation Modeling Program Auto CAD Rhinocerous 4.0
 STAR-CD

Design 4.02

Simulation Analysis Program STAR-CD CCM+ 4.02

<표 4.1> CFD시뮬레이션 해석절차 및 설정

시뮬레이션 설정
Space Three Dimensional
Motion Stationary
Material Gas
Flow Segregated Flow

Equation of state Constant Density
Time Steady

Viscous Regime Turbulent

Equations
K-εTurbulence

(RANS : Reynolds – Averaged Navier Stokes equations)

4.2.2 배기구 형태에 따른 CFD시뮬레이션 분석

(1) 사각뿔형태의 배기구 기류예측

사각뿔형태의 배기구는 배기풍을 이용하는 동시에 배기효과를 발생시켜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구동시키기 위한 설계방안 중 하나이

다. (그림 4.2)의 (a)와 같이 배기풍력시스템은 크게 배기구, 가이드베인,

풍력발전기로 나뉜다. 배기구 부분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지나

가버릴 수 있는 외부기류를 가이드베인으로 모아주는 역할을 하며, 가이

드베인은 모아진 기류를 베르누이효과에 의해 풍속을 증가시키고 또한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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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내부에 부압을 형성하여 배기효율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한다. 최종

적으로 배기구 내부에서는 배기풍과 외부기류에 의해 상승하는 배기풍이

가이드베인 상부의 풍력발전기를 구동시키게 된다.

(그림 4.2)의 (b)를 보면, 외부에서 불어오는 기류는 배기구의 면을 따

라 가이드베인으로 상승하게 된다. 가이드베인으로 모아지는 기류는 (c)와

같이 베르누이효과에 의해 외부에서 부는 기류보다 증폭되어 상승하게 되

고, 상승하는 기류에 의해 배기구 내부에서는 배기효과가 일어난다. 하지

만 사각뿔형태는 단일 구조물로서는 풍력발전기를 구동하기 위해 좋은 풍

환경 조건을 조성하지만, 풍력발전기가 여러 대 설치 될 경우, 구조체 후

면으로 생기는 난류의 범위가 넓게 분포하여 다른 풍력발전기의 효율을

저하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a) 사각뿔형태의 배기구 개념

(b) 구조체 후면 난류흐름 (c) 배기구 배기기류흐름

(그림 4.2) 사각뿔형 배기겸용풍력발전시스템의 기류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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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뿔형태의 배기구 기류예측

원뿔형태의 배기구는 이전 사각뿔형과 동일하게 (그림 4.3)의 (a)와 같

이 배기구, 가이드베인, 풍력발전기 세 부분으로 나뉜다. 사각뿔형과 다른

점은 배기구 표면을 곡면의 원뿔형으로 설계하여 구조물 후면에 발생하는

난류의 발생이 크게 줄어 들도록 하였다.

(그림 4.3)의 (b)를 보면 어느 방향에서나 동일 성능을 보일 수 있는 배

기구 형태로써 외부 기류에 의해 구조체 후면에 비교적 난류의 영역이 적

어지는 효과를 보인다. 하지만 배기구의 곡면은 집풍을 위한 수단으로써

는 불리하기 때문에 집풍에 의한 기류의 증가폭은 상대적으로 작으며. 또

한, (c)에 해석 된 바와 같이 외부기류의 상승력이 약하여 가이드베인을

통과한 기류가 후면으로 몰리는 현상을 볼 수 있다. 가이드베인 상부는

풍력발전기가 설치되는 구간으로서 가이드베인을 지난 기류가 후면에 편

중될 경우 효과적인 동력의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a) 원뿔형태의 배기구 개념

(b) 구조체 후면 난류흐름 (c) 배기구 배기기류흐름

(그림 4.3) 원뿔형 배기겸용풍력발전시스템의 기류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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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배기구형태분석에 따른 설계 적용요소 도출

사각뿔형태와 원뿔형태에 따른 CFD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설계에 적

용해야할 요소와 개선해야할 문제점을 도출하면, 사각뿔형태의 경우 배기

구의 평평한 면을 따라 기류가 배기구의 상부에 설치된 가이드베인으로

잘 모이게 되어 가이드베인에서 더욱 강한 기류로 증폭되는 효과를 보인

다. 하지만 외부기류가 배기구의 면에 영향을 받아 평평한 면이 끝나는

모서리에서 박리류와 같은 넓게 펴지는 기류를 발생시켜 배기구 뒤의 먼

공간까지 난류의 발생을 일으킨다.

원뿔형의 경우 사각뿔형태와는 달리 어느 방향에서 불어오는 기류든 동

일한 성능을 보일 수 있는 형태이며, 원형 배기구는 외부기류로부터 배기

구 뒷 공간에 발생하는 난류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원형의 면

은 기류를 효과적으로 가이드베인까지 모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가이드베

인을 지나는 기류의 양과 증폭은 미약하며 배기구에서의 배출되는 기류

역시 뒷 공간으로 편중되어 효과적인 에너지의 전달이 이루어지기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두 형태의 기류해석결과를 토대로 배기구 설계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면, 기류의 진행방향과 맞닿는 평면의 특징을 이용하여 외부기류의

진행 방향을 원하는 공간으로 모아주고, 기류와 맞닿는 면이 원형일 때

어느 방향에서 오는 기류든 동일한 기류흐름을 일으켜 동일한 성능을 발

휘할 수 있도록 하며 배기구 뒷공간의 난류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

을 고려하여 배기구 설계 시 모델에 적용 하였다.

4.3 최적의 배기구 모델 설계 및 제작

본 모델은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을 설계시 적용되어야 할 요소

분석과 배기구 형태에 따른 CFD시뮬레이션을 통해 도출된 사항을 통해

설계되었다. (그림 4.4)의 (a)와 같이 배기구는 원형의 구조체로 배기구 뒷

공간의 난류를 최소화 하도록 하였으며, 기류를 모아주는 집풍장치를 통해

구조체를 통과하는 기류를 외기유입구로 모아주어 배기구 내부로 상승하

는 배기풍을 일으키도록 하였다. 또한 그림의 (b)와 같이 수평으로 불어오



- 67 -

는 기류를 수직풍으로 방향 전환시켜 배기구 내부의 상승하는 풍량을 증

가시켰으며, 외기유입구를 통해 배기구로 들어간 기류는 벤츄리 효과를 일

으켜 배기구내부에 부압을 일으키며 배기효과를 증가시키도록 하였다.

(a) 배기구 모듈 설명

(b) 모델의 기류흐름 개념도

(그림 4.4) 배기겸용소형풍력발전시스템의 배기구 모듈 설명

설계모델은 모듈화하여 적용환경에 따라 모듈의 수를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그림 4.5)와 같이 앞서 분석 된 초고층 공동

주택에서 공용 급·배기방식을 사용하는 주방·욕실의 일반적인 배기구 사

이즈인 직경 500mm의 크기로 설계 되었으며, 모듈의 상부는 벤츄리효과

를 통해 배기구에서 배출되는 배기풍을 증폭시키기 위해 직경 400mm로

설계하였다. 또한 배기구는 서로 결합하여 단수조절이 가능하도록 모듈화

하여 다수의 개체를 설치시 집풍의 시너지효과를 얻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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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모듈 상세 (b) 설계배기구의 모듈사이 간격

(그림 4.5) 설계배기구 모듈의 상세

본 모델은 배기를 겸한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의 배기구를 구성하는 단위

모듈로써 본 모듈이 결합된 설계배기구모델을 설치시 외부기류를 이용한

향상된 배기성능과 지속적이고 증가된 배기풍을 이용한 효과적인 풍력발

전이 이루어 질것으로 예측한다.

4.4 설계배기구의 풍동실험

4.4.1 풍동실험 개요

(1) 측정실험 방법 및 측정기기

설계배기구의 성능평가를 위한 측정실험은 1차적으로 풍동실험을 통해

모듈의 개수를 조정하여 성능을 분석하고, 2차적으로 C대학교의 기숙사

15층 옥상 배기구에 적용하여 자연조건에서 모듈의 개수를 조정하여 성능

실험을 실시하였다. <표 4.2>는 실험 모듈과 측정 장치로서, 모듈은 배기

구의 상단부에 외기의 역류현상을 막기 위한 외기유입차단장치가 설치되

며, 이후 배기구 모듈의 개수에 따라 측정 장치를 이용하여 성능을 분석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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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모듈

외기유입 차단 장치 배기구 모듈

측정장치 설명

Multi-Channel

Anemomaster

(Model 6242/6243

System)

- 1채널에서 64채널(최대 320채널)까지의 풍

속, 온도, 습도, 압력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

는 다점풍속계

표시분해기능 : 온도 0.1℃

GRAPHTEC midi

logger GL820

- 채널수는 표준 20ch로부터 200ch까지 확장

이 가능하며, 전압·온도·습도 측정

Thermocouple

Grade Wire

- 2종의 금속선의 접합점을 가열(또는 냉각)

시킬 때 발생하는 열기전력을 이용한 온도

센서

Velocity Probe

0964-1

- 풍속을 측정하기 위한 센서로 0.1-50m/s까

지 측정이 가능

Vantage Pro2

기상관측 장치

- 강우량, 온습도, 풍향, 풍속 데이터를 통합

측정

DCF-800

공기순환팬

- 사양

전원

(V)

날개크기

(mm)

주파수

(Hz)

전류

(A)

소비전력

(W)

출력

(kw)

단상

220
800 60 6.80 1,650 1.1

회전수

(r.p.m)

극수

(P)

최대풍량

(㎥/min)

최대정압

(mmAq)

소음

(dB(A))

중량

(kg)

1,150 6 450 30 83 38

<표 4.2> 실험장비 및 측정장치

설계배기구의 측정시간은 <표 4.3>과 같으며, 측정위치는 <표 4.4>와

같이 180초 동안 1초 간격으로 측정하였다. 측정위치는 크게 상단부, 중단

부, 하단부로 구분하여 각 측정점에서 측정된 데이터를 평균하여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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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하였다. 배기구의 상단부에 3Point와 하단부에 3Point 그리고 중단에

1Point, 외부기류가 불어오는 방향에 1Point를 동일한 위치에 설치하여 기

류속도의 변화를 비교할 수 있도록 설치하였다.

실험내용

실험시간 180초

측정시간간격 1초

데이터수 180개

<표 4.3> 풍동실험 측정개요

기존 배기구 구분 설계 배기구

상

단

부

중

단

부

하

단

부

<표 4.4> 풍동실험 측정위치 및 배기구 구분

4.4.2 배기구형태에 따른 비교분석

(1) 원형배기구 측정실험 및 시뮬레이션 결과 분석

원형배기구 측정실험은 180초 동안 1초 간격으로 데이터를 기록하여 그

래프화 하였다. 원형배기구 측정실험결과 <표 4.5>와 같이 상단 0.72m/s,

중단 0.56m/s, 하단 0.71m/s의 풍속이 측정되었다. 원형배기구에서 측정된

기류는 시뮬레이션에 의한 기류형상과 유사할 것으로 판단된다. 시뮬레이

션에 의한 해석결과 배기구 상단부에서 박리류가 생성되어 다른 공간에

비해 강한 풍속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렇게 생성된 박리

류는 배기구의 상단을 강하게 지나가면서 배기구에서 배출되는 기류를 방

해하는 막을 형성하며 일부는 배기구 내부로 역류하여 배기효과를 저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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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에 나타난 그래프와 같이 배기구 내외부

에서의 기류형상을 보면 배기구 내부의 기류패턴은 외부기류에 영향을 받

지 않으며, 배기구 내부의 복잡한 난류영향으로 실제 환경에서 원활한 배

기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측정실험의 측정기기 위치 시뮬레이션 기류 형상

상단부

0.72m/s

중단부

0.56m/s

하단부

0.71m/s

원형배기구 그래프

<표 4.5> 원형배기구 실험 결과

(2) 설계배기구 측정실험 및 시뮬레이션 결과 분석

설계배기구의 측정실험결과 상단 0.74m/s, 중단 0.40m/s, 하단 0.53m/s

의 풍속이 측정되었으며, 내용은 <표 4.6>과 같다. 설계배기구의 측정실

험 결과 역시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기류 형상과 유사할 것으로 판단된다.

설계배기구 역시 박리류에 의해 배기구 상단부에서 강한 난류가 발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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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상단구조형태와 모듈과 모듈사이의 외기유입구로 유입되는 기류에 의

해 배기구 내부로 역류하는 현상을 차단하며, 모듈과 모듈사이의 외기 유

입구를 통해 들어온 외부기류는 상승기류를 발생시켜 배기구 내부에 배기

효과를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에 나타난 그래프와 같이 외부기류의 변화에 따라 상·하단부의

기류 속도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설계배

기구의 형태만으로도 외부기류에 의해 배기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배기구

상단부에서의 일정한 배출풍속 또한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측정실험의 측정기기 위치 시뮬레이션 기류 형상

상단부

0.74m/s

중단부

0.40m/s

하단부

0.53m/s

설계배기구 그래프

<표 4.6> 설계배기구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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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형배기구와 설계배기구의 비교 분석

본 실험은 원형배기구와 설계배기구의 성능비교를 위해 실시되었으며,

성능비교를 위해 CFD시뮬레이션 및 측정실험을 병행하여 수행하였다. 측

정실험은 180초 동안 1초 간격으로 데이터를 기록하여 그래프화 하였으

며, CFD시뮬레이션은 측정실험과 동일하게 모델링하여 측정실험의 평균

외부기류속도 2.3m/s를 적용하여 실시하였다.

실험결과 원형배기구의 측정값은 상단부 0.72m/s, 중단부 0.56m/s, 하단

부 0.71m/s의 풍속이 측정되었으며, 설계배기구의 측정값은 상단 0.74m/s,

중단 0.40m/s, 하단 0.53m/s의 풍속이 측정되었다. 측정실험에 의한 측정

값은 원형배기구가 설계배기구에 비해 대체적으로 큰 값으로 측정되었다.

하지만 그래프를 이용한 해석결과 원형배기구에서는 상단부와 하단부에서

측정된 기류데이터 간에 상호 연관성을 찾지 못하는 반면 설계배기구에서

는 상단부에서 측정된 풍속이 증가하면 하단부의 풍속 또한 증가하는 상

호 연관성을 찾아볼 수 있었다.

하지만 측정실험에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는 측정된 값의 크기에 의한

상·하단 풍속의 증감 유무만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부기류

흐름을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배기구 내부의 기류흐름을 분석하기 위해 측정실험과 동일한 조건

으로 CFD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결과 원형배기구의 경우 배기구 상단부에서

박리류가 발생하여 강한 풍속에 의해 배출되는 배기풍을 막는 막이 형성되

며 일부는 배기구 내부로 역류하여 배기효과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설계배기구의 경우 원형배기구와 동일하게 상단부에서 박리류가

형성되었지만 배기구 상단부의 형태적 요인과 모듈사이의 외기유입구에서

상승기류를 발생시켜 박리류에 의해 생긴 와류가 배기구 내부로 흘러들어

가는 것을 차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실험결과 설계배기구에서는 원형배기구와는 다르게 외부기류의 증감

에 따라 배기구 내부에서 기류의 상승효과가 나타나고, 이러한 효과는 배

기효율을 상승시키며 배기풍속의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인되며, 이후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의 적용을 위해 중요한 지속적인 풍량 확보에 중요한

요소로써 작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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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설계배기구의 모듈 개수 변화에 따른 분석

(1) 설계배기구의 모듈 개수 변화에 따른 CFD시뮬레이션

설계배기구의 모듈 개수를 3개에서 6개까지 늘려가면서 모듈의 수가 늘

어남에 따라 나타나는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CFD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

다. 시뮬레이션에서 외부풍속 조건은 2m/s로 하였으며, 배기풍은 외부기

류에 의해 설계배기구 내부에서 배기풍이 생성되는지 유무를 판단하기 위

해 배기구 내부 압력변화에 의해 생성되도록 설정하였다.

CFD시뮬레이션 결과(그림 4.6)과 <표 4.7>과 같이 모듈의 수가 증가할

수록 설계배기구 내부에서는 상승기류가 발생하였다. 그 결과 설계 배기

구의 하단부배기풍속 측정값은 0.71m/s에서 0.82m/s까지 점점 증가 하였

으며, 중단부에서의 측정값 역시 1.1m/s에서 1.22m/s까지 점점 증가하였

다. 하지만 상단부에서 측정된 배기풍속은 1.03m/s에서 최고 1.12m/s로

오히려 중단부의 측정값보다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영향은 중

단부의 경우 배기구 내부에서 외부기류에 의한 난류에 영향 없이 안정적

으로 상승기류가 생성되는 반면, 상단부에서는 상승기류가 외부기류에 의

해 생기는 난류의 영향을 받아 배기풍속이 배기구 내부보다 감소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림 4.6) 모듈 개수 증가에 따른 CFD시뮬레이션 결과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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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3개의 시뮬레이션 결과

상

단

부

1.03m/s

중

단

부

1.10m/s

하

단

부

0.71m/s

<표 4.7> 모듈 개수 변화에 따른 CFD시뮬레이션 결과

모듈 4개의 시뮬레이션 결과

상

단

부

1.07m/s

중

단

부

1.17m/s

하

단

부

0.79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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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5개의 시뮬레이션 결과

상

단

부

1.08m/s

중

단

부

1.19m/s

하

단

부

0.80m/s

모듈 6개의 시뮬레이션 결과

상

단

부

1.12m/s

중

단

부

1.22m/s

하

단

부

0.82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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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계배기구의 모듈 개수 변화에 따른 풍동실험 결과

본 실험은 건물적용 실험 전 설계배기구 최적의 모듈 개수와 모듈 증가

에 따른 기류특성의 기본데이터를 얻기 위한 풍동실험이다. 측정변수로는

설계배기구를 구성하는 모듈을 3개, 4개, 5개, 6개로 늘려가며 측정하였다.

조건 변화에 따른 결과값은 <표 4.8>과 같으며, 그래프에 나타나듯 모듈

의 수가 점차 많아질수록 풍력발전기의 블레이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배기구 상단부에서 배출되는 풍속의 변화가 외부기류의 증감에 따라 영향

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모듈 개수에 따른 상·하단부 풍속데이터를 그래프화한 (그림

4.7)의 (a)에 나타나듯 평균외기풍속이 2.2~2.5m/s일 때, 모듈의 수가 3개

에서 6개로 증가할수록 배기구 하단의 풍속 측정값이 점차 상승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배기구 상단부의 배출되는 풍속 또한 점차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모듈 6개의 하단 풍속은 0.68m/s로 모듈 3개의 0.55m/s에

비해 약 20% 증폭되었으며, 모듈 6개의 상단 배기풍속은 1.12m/s로 모듈

3개의 0.84m/s에 비해 약 30% 증폭된 풍속을 보였다.

또한, 배기구 상단부의 순간 최대 풍속을 나타낸 (그림 4.7)의 (b)그래

프를 보면, 모듈 개수를 높여가며 실험할 때 외기풍속은 3.4m/s에서

2.45m/s로 점차 약해지지만, 반대로 배기되는 풍속은 모듈의 개수가 많아

질수록 1.39m/s에서 1.87m/s로 높아지는 것이 측정되었다.

(a) 설계배기구 위치별 평균풍속[m/s] (b) 설계배기구 순간최대풍속[m/s]

(그림 4.7) 설계배기구 풍속데이터

분석결과 모듈의 수가 증가 할수록 외기유입구로 기류를 받아들일 수

있는 면적이 넓어지며, 외부로부터 많은 풍량을 확보하게 되어 배기풍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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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증가하게 된다. 강한 외부기류가 발생하여도 모듈의 수가 적을 경우

모듈사이의 외기유입구의 면적이 좁기 때문에 외기유입구를 통해 받아들

일 수 있는 풍량·풍속에 한계가 있어 충분히 증가된 배기풍속의 증가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외부기류가 약하게 부는 지역에서는 모듈의 수에 따라 배기구 배기

풍속의 증가폭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외부기류가 강한 지역에서는 모듈

수의 많을수록 배기구 배기풍속의 증가폭이 클 것으로 사료된다.

측정사진 측정데이터 그래프

모

듈

3

평균풍속(m/s)

외부기류 2.47

상단부 0.84

중단부 0.40

하단부 0.55

모

듈

4

평균풍속(m/s)

외부기류 2.32

상단부 0.95

중단부 0.39

하단부 0.61

모

듈

5

평균풍속(m/s)

외부기류 2.20

상단부 0.93

중단부 0.37

하단부 0.66

모

듈

6

평균풍속(m/s)

외부기류 2.33

상단부 1.12

중단부 0.41

하단부 0.68

<표 4.8> 설계배기구의 모듈 개수조절에 따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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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소결

본 장에서는 초고층 건물 적용할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을 설계

하기 위해 도출된 고려요소를 바탕으로 모델을 설계하여 CFD시뮬레이션

을 통해 최적의 배기구 형태를 제안하고, 풍동실험을 통해 원형배기구와

설계배기구의 성능을 검증하였다.

초고층 건물에서 배기를 겸한 풍력발전에 있어서 요구성능 조건을 충족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의 형태 변화는 필수적이다.

최적의 시스템 설계를 위해서 앞서 제시된 고려요소를 이용하여 두가지의

배기구 형태를 설계하였으며, CFD시뮬레이션을 통해 배기구 형태(원뿔형,

사각뿔형)에 따른 기류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배기구 표면이 평면

인 사각뿔형의 경우 외부에서 불어오는 기류를 모아주는 집풍효과가 우수

하게 나타났다. 또한, 원뿔형인 경우 기류의 집풍능력에 있어서 어느 방향

이든 동일한 성능이 발휘되며 배기구 후면의 난류발생이 최소화 되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CFD시뮬레이션의 분석된 데이터를 통해 배기겸용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을 설계하면, 표면은 곡면의 구조체로 제작하여 배기구의 뒷 공간

에 발생하는 난류를 최소화하고, 배기구를 통과하는 외부기류를 최대한

모아주기 위한 집풍장치를 설치하여, 구조체를 통과 하는 기류를 집풍하

도록 하였다. 또한, 외기유입구를 통해 유체의 손실을 줄이며 배기구 내부

로 상승하는 배기풍을 일으켜 배기효율을 증가시키도록 하는 배기겸용 소

형풍력발전시스템을 제안하였다.

풍동실험을 통한 원형배기구 및 설계배기구의 CFD시뮬레이션 및 측정실

험을 통한 성능평가 결과 일반배기구의 경우 난류가 배기구로 역류하여 배

기효과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계배기구의 경우 외기유입구를

통해 상승하는 기류가 발생하여 배기효과 및 배기풍속의 증가로 이어져, 풍

력발전기를 구동하기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사료되며 설계배

기구를 통해 외부기류를 이용한 향상된 배기성능과 지속적이고 증가된 배

기풍을 이용한 효과적인 풍력발전이 이루어 질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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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설계배기구의 성능평가 및 시스템 제안

5.1 대상건물에 적용된 설계배기구의 성능평가

본 장에서는 배기효과를 겸하며 지속적인 풍량 확보를 통해 효율적인

풍력발전을 수행하기 위해 CFD시뮬레이션을 병행 수행하여 배기구 내부

의 기류흐름을 분석하고, 대상건물적용 실험을 통해 제안 모델의 성능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분석된 결과를 통해 초고층건물에 적용 가능한 최적의 설계 시스

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5.1.1 대상건물 측정실험 개요

본 실험은 설계배기구의 모듈 단수에 따른 풍동실험의 데이터를 근거로

하여 건물의 배기구에 적용 시 외부기류의 유동적인 흐름에 의해 나타나

는 배기성능을 측정하고, 외부환경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를 알아보

기 위한 측정실험이다.

대상건물 선정은 초고층건물에 적용하기 앞서 설계배기구의 성능검증을

위한 실험으로써 대상건물은 풍환경이 설계배기구를 실험하기에 적정하다

고 판단되는 지역의 건물로 선정하였다.

대상건물은 (그림 5.1)의 서울시에 위치한 C대학교 기숙사 A동 15층 옥

상이며 실험이 이루어진 기간은 기상청 데이터에 따라 서울지역에서 외부

기류가 가장 강한 2월에서 3월 사이에 이루어 졌다. 이 지역의 겨울철 주풍

향은 북서풍이며 풍균풍속은 3.5m/s이다. 대상건물은 지대가 높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에 높은 건물이 없고 외부기류가 불어오는 북측에는

한강이 위치하여 원활한 풍환경이 예상된다.

실험은 크게 자연배기상태의 배기구 풍속측정과 설계배기구의 모듈개수

증가에 따른 배기구 풍속측정 실험의 두 가지 실험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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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대학교 기숙사 실험동

(b) 측정위치 및 풍환경

(그림 5.1) C대학교 기숙사 측정실험 위치

5.1.2 대상건물의 기본배기상태 분석

(1) 기본배기상태 측정 개요

자연배기상태의 배기구 풍속측정실험의 경우 <표 5.1>과 같이 7일간

10초 간격으로 실시하였으며, 측정배기구의 위치와 측정점의 위치는 <표

5.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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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개요

실험장소 중앙대학교 블루미르홀 15층 옥상

주풍향 북서풍(기상청자료)

평균풍속 3.5m/s(기상청자료)

실험기간 7일

측정시간간격 10초

<표 5.1> 기본배기 실험개요

측정점 위치 측정 배기구

<표 5.2> 측정 배기구 위치 및 측정점 위치

(2) 기본배기상태 측정 결과

대상건물에서의 모듈단수 증가에 따른 배기구 풍속측정 실험에 앞서 기

본배기 변화 패턴을 통해 기숙사 욕실의 사용패턴을 알아보고 최대·최소

풍속을 측정하고자 하였으며, 자연배기 측정은 2월28일부터 3월5일까지

일주일간 이루어 졌다.

측정이 이루어진 기간의 평균외기풍속은 1.27m/s로 <표 5.3>에서 나타

난 바와 같이 풍속빈도는 0.1~2.0m/s의 유동적인 분포를 보였으며, 주풍향

은 남동풍이 우세하게 나타났고, 무풍빈도는 11%이다.

이에 따른 일주일간의 평균배기풍속 측정결과 0.25m/s의 배기풍속이 측

정되었으며, 외부기류의 증감에 따른 배기풍속 증감폭은 0.1m/s이하로 외

부기류에 의한 영향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그림 5.2)

는 자연배기측정을 실행한 일주일간의 외부 풍향·풍속과 배기풍속을 나타

낸 그래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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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향 N NNE NE ENE E ESE SESSE S SSW SW WSW W WNW NW NNW

풍향빈도(%) 1.4 1.2 1.9 9.1 9.9 11.5 21 7.1 6.8 4.5 1.7 0.8 1.6 3.4 3.6 2.7

풍속(m/s) 0.1~0.5 0.5~1.0 1.0~1.5 1.5~2.0 2.0~2.5 2.5~3.0 3.0~

풍속빈도(%) 21.23 20.63 19.84 21.03 3.97 1.19 0.69

<표 5.3> 기숙사 옥상의 7일간 풍환경 데이터

(그림 5.2) 기숙사 옥상의 7일간 풍향 및 풍속 그래프

5.1.3 대상건물에 적용된 설계배기구의 CFD시뮬레이션 분석

(1) 설계배기구의 CFD시뮬레이션 개요

본 CFD시뮬레이션은 대상건물에서 설계배기구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

한 단계로써 대상건물의 측정데이터를 기반으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으

며, 대상건물에 적용된 설계배기구의 측정데이터와 비교 및 기류흐름을

해석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이다. <표 5.4>는 CFD시뮬레이션의 설정값을

나타낸 표이다.

시뮬레이션 설정값

주풍향
설계배기구 모듈 개수 증가에 따른 측정데이터

평균풍속

배기풍속 0.25m/s

시뮬레이션 결과

측정위치
설계배기구 측정실험의 데이터측정 위치와 동일

<표 5.4> CFD시뮬레이션 설정값



- 84 -

(2) 설계배기구의 CFD시뮬레이션 결과

대상건물에 적용한 설계배기구 측정실험의 외부풍속과 배기풍속 측정값

을 이용하여 CFD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결과는 <표 5.5>과 같이 나타났다.

CFD시뮬레이션에 의핸 설계배기구 내부의 기류흐름을 해석하면, 모듈의

개수가 증가 할수록 배기구의 상단부, 중단부, 하단부의 풍속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외기유입구를 통해 들어온 기류는 배기구

내부에 상승기류를 일으키며, 배기구 하단부에는 상승기류에 의해 배기효과

가 생긴다. 이러한 상승기류는 배기구 내부에서 발생하는 배기풍과 함께 증

폭되며 상단부에서는 하단부의 배기풍속에 비해 풍속이 증가된 배기풍이 배

출된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설계 배기구의 모듈의 수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일어나며, 모듈의 개수가 많을수록 상단부에서 배출되는 배기풍속은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듈 3개 시뮬레이션 결과

상

단

부

0.9m/s

중

단

부

0.87m/s

하

단

부

0.59m/s

<표 5.5> 모듈 개수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



- 85 -

모듈 4개 시뮬레이션 결과

상

단

부

0.99m/s

중

단

부

0.93m/s

하

단

부

0.6m/s

모듈 5개 시뮬레이션 결과

상

단

부

1.59m/s

중

단

부

1.55m/s

하

단

부

1.0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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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6개 시뮬레이션 결과

상

단

부

1.33m/s

중

단

부

1.28m/s

하

단

부

0.84m/s

5.1.4 대상건물에 적용된 설계배기구의 측정실험 분석

(1) 측정실험개요

측정실험은 대상건물에서 모듈 개수 증가에 따른 배기구 풍속측정실험

으로 기본배기 측정실험의 풍속데이터를 기반으로 실험을 수행하여 분석

하였고 모듈단수 증가에 따른 배기구 풍속측정은 <표 5.6>과 같이 18시

간씩 1초 간격으로 하여 외부환경변화에 따른 배기구 내부의 풍속변화를

자세히 기록하도록 설정하였다.

실험개요

실험장소 중앙대학교 블루미르홀 15층 옥상

주풍향 북서풍(기상청자료)

평균풍속 3.5m/s(기상청자료)

실험기간 4일

측정시간간격 1초

<표 5.6> 설계배기구 실험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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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계배기구 모듈 개수 조절에 따른 측정실험 분석

대상건물에 적용한 설계배기구의 모듈개수 조절에 따른 측정결과 <표

5.7>과 같이 모듈의 단수가 3개에서 6개로 갈수록 상단부, 중단부, 하단부

의 측정된 풍속이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실험 결과에서 배기구 하단부의 풍속증폭정도를 보면 기본배기측정값

0.25m/s에 비해 모듈 3개에서는 0.59m/s, 모듈 4개에서는 0.6m/s, 모듈 5개에서

는 1.0m/s, 모듈 6개에서는 0.84m/s까지 증가된 풍속을 보였으며 증가폭은 작게

는 2.36배(0.59m/s)에서 크게는 4배(1.0m/s)까지 증가된 배기풍속이 측정되었다.

또한, 소형풍력발전기의 블레이드가 설치되는 배기구 상단부의 경우 기본배

기측정값 0.25m/s에 비해 모듈 3개에서는 0.82m/s. 모듈 4개에서는 1.01m/s,

모듈 5개에서는 1.35m/s, 모듈 6개에서는 1.12m/s의 증가되는 배기풍속이 측

정되었다. 기본배기측정값 대비 증가폭은 작게는 3.28배(0.82m/s)에서 5.4배

(1.35m/s)까지 증가된 배기풍속이 측정되었으며, 외부 풍속이 증가함에 따라

상단부, 중단부, 하단부의 측정풍속 또한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듈 3개 측정실험 측정값

상단부

0.82m/s

중단부

0.87m/s

하단부

0.59m/s

측정실험 그래프

<표 5.7> 대상건물에서의 모듈개수조절에 따른 실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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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4개 측정실험 측정값

상단부

1.01m/s

중단부

1.02m/s

하단부

0.60m/s

측정실험 그래프

모듈 5개 측정실험 측정값

상단부

1.35m/s

중단부

1.31m/s

하단부

1.00m/s

측정실험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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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6개 측정실험 측정값

상단부

1.39m/s

중단부

1.31m/s

하단부

0.84m/s

측정실험 그래프

5.1.5 대상건물에 적용된 설계배기구의 성능 분석

대상건물에 적용된 설계배기구의 CFD시뮬레이션과 측정실험의 결과를

비교하면 (그림 5.3)과 같다. CFD시뮬레이션과 측정실험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듈의 개수에 따른 배기풍속의 증가 패턴은 거의 유사하게 나

타났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CFD시뮬레이션에 의한 결과값이 측정실험에

의한 결과값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이유는 시뮬레이션결과와는

달리 측정실험에서는 외부 풍환경이 계속해서 변화하기 때문에 CFD시뮬

레이션의 결과값에 비해 일부 낮게 나온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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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FD시뮬레이션 결과 (b) 측정실험 결과

(그림 5.3) 설계배기구의 CFD시뮬레이션 및 측정실험 결과비교

외부풍환경 변화에 따른 설계배기구 내부의 풍속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모듈 3개와 모듈 4개를 비교해보면 모듈 3개의 측정이 이루어진 시간의 외

기평균풍속은 1.19m/s이며, 모듈 4개의 측정이 이루어진 시간의 외기평균풍

속은 0.5m/s로 외부풍속차가 2배가량 나타난다. 외기평균풍속 차에 의한 데

이터 값을 비교해보면 배기구 하단부의 배기풍속은 유사한 값을 보이지만

배기풍속은 외부풍속이 적게 측정된 모듈 4개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 외기풍속에 의한 영향은 배기구 상단부의 배기풍속 보다 배기구

하단부의 배기풍속에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되며, 약한 풍속이라도 모듈의

수가 많을수록 집풍효과에 의해 배기풍속이 증가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설계배기구의 외기유입구로 들어오는 기류의 방향에 따른 성능을

알아보기 위해 모듈 5개와 6개를 비교하면 CFD시뮬레이션과 측정실험결

과 모듈 5개가 모듈 6개에 비해 모듈의 개수가 적고 외부풍속이 약한데

비해 성능이 모듈 6개 보다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크게 두가지의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모

듈 5개와 6개의 측정이 이루어진 시간의 풍환경을 들 수 있다. 모듈 5개 실

험이 이루어진 시간의 외기풍속은 0.77m/s, 모듈 6개 실험이 이루어진 시간

의 외기풍속은 1.02m/s로 평균적인 외기풍속 면에서는 모듈 6개 실험이 이

루어진 시간의 풍속이 강하게 측정되었지만, 모듈 5개와 같이 한순간의 시

간대에서 돌풍이 나타난 후 잠잠해 지는 것과는 반대로 지속적으로 일정

풍속범위의 풍환경이 조성되어 배기구 내부의 기류활동이 안정되고 그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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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배기효과가 우수한 성능이 나탄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는 외부기류가 모듈내부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설계

배기구의 최대 성능 조건은 외부기류가 모듈과 모듈사이의 틈인 외부유입

구로 수직해서 들어갈 때 가장 성능이 우수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그

림 5.4)의 (a) 모듈 4개, 6개의 풍향각65)과 달리 (그림 5.4)의 (b) 풍향각이

외부유입구와 수직으로 면한 모듈 3개, 5개가 다른 모델에 비해 좋은 성

능이 발현된 것으로 분석된다.

(a) 모듈 4개 모듈 6개 (b) 모듈 3개 모듈 5개

(그림 5.4) 대상건물 측정실험 모듈개수에 따른 풍향각

성능검증을 위해 실험을 실시한 대상건물은 15층 건물로써 주변에 고층

건물이 없고 지대가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풍환경 적으로 좋은 편에

속한다고 하지만, 초고층 건물의 경우 건물 높이에서 오는 풍환경적 특성

으로 인해 평균외부풍속은 약 3m/s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대상건물

에 적용실험 중 외부평균풍속 1m/s내외에서 배기풍속은 1.35m/s까지 배

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봤을 때 초고층건물의 강한 풍환경에서

는 배기풍속이 더 강하게 배출될 것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풍환경은 풍력

발전기의 구동에 있어서 지속적인 풍량 확보라는 중요한 풍환경적 요소를

통해 효율적인 풍력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65) 풍향각: 설정된 어떤 특정한 기준이 되는 방향과 풍향이 이루는 각도



- 92 -

5.2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시스템 제안

5.2.1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한 요소분석

(1) 풍력발전을 위한 고려요소

본 연구에서 진행하는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시스템 뿐만 아니라 일반적

인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을 건물에 적용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요소로서

<표 5.8>의 내용을 보면, 소형풍력발전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3m/s

이상의 시동풍속이 필요하며, 풍향은 일정한 주풍향의 환경이 이상적이다.

또한 건물에 적용할 경우 빌딩풍에 의한 난류발생 지역을 분석하여 난류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되도록 풍력발전기의 설치를 피해야 한다.

또한, 소형풍력발전기의 선정시 블레이드 형태에 따른 출력계수를 고려

하여 적용 환경에 맞는 블레이드를 선정할 필요가 있으며, 풍력발전 블레

이드의 선정과 함께 풍력발전기의 회전에 의해 생기는 소음과 하중에 대

한 영향을 검토해야 한다. 무엇보다 건물에 적용되는 풍력발전기는 파손

시 잔해에 의해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적용 위치에 따른 안

전성의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 환경 요소 내용

풍속 3m/s 이상

풍향 주풍향이 일정한 풍환경

풍속분포 돌풍형식의 강한 풍속보다는 무풍빈도가 없는 지속적인 풍속분포

공기밀도 온도에 영향(저온에서 발전 효율향상)

빌딩풍 건물에 의한 난류 발생지역 고려

<표 5.8> 풍력발전을 위한 지역 환경 · 기계 · 주거 환경적 고려요소

기계적 요소 내용

출력계수
프로펠러형 다리우스형 사보니우스형

0.45~0.48 0.2~0.37 0.15~0.2

풍향 영향 단방향(요잉시스템 필요) 다방향(풍향영향 없음)

주거 환경 요소 내용

소음
환경소음 진동기준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

낮: 50dB, 밤: 45dB 60~65dB

하중 풍력발전 블레이드의 회전에 의한 하중 고려

안전성

낙뢰 피뢰침등 대책 필요

태풍
피로 또는 낙뢰에 의한 파괴시 인명피해를 방지 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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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기구의 적용 위치 요소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한 적정 배기구는 국내 초

고층 공동주택을 분석한 3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분석 결과 적용 가능

한 배기구는 주방·욕실의 공용배기구와 보일러연도, 발전기연도로 분류된

다. 보일러 연도와 발전기연도는 건물에서 사용되는 설비시설에서 따라

없는 경우도 있으며, 상시에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적용성에 문제가 있다

고 판단되며, 대부분의 초고층 공동주택의 경우 주방·욕실에서 공용배기

구를 이용하여 급·배기를 실시하기 때문에 풍량 확보에 있어 풍력발전기

를 적용하기에 적정하다 판단된다.

5.2.2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시스템 설계 적용 요소

(1) 시스템의 필요성능 요소

건물에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환경적·기계적 고

려요소 뿐만 아니라 배기효과와 발전효율을 위한 형태적 설계가 필요하다. <표

5.9>와 같이 필요성능 조건은 배기풍속향상, 외부기류의 활용, 난류억제로 나뉘

며, 이러한 성능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배기구의 형태적 설계가 필요하다.

필요 성능 요소 내용

배기풍속향상 베르누이효과를 이용한 배기풍속 증가

외부 기류의

활용

기류의 포집 외기유입을 위한 가이드베인, 집풍장치 적용

상승풍 저를 통해 수평풍을 수직풍으로 전환하여 배기효과 상승

난류억제 표면을 원형으로 설계하여 난류발생 최소화

<표 5.9> 시스템 설계를 위한 필요성능 요소

5.2.3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시스템 제안

따라서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을 건물에 적용하기 위한 고려요소

도출과 필요성능조건을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여 초고층 공동주택의 배기

겸용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을 제안하면, 설계된 배기구 위에 (그림 5.5)의

(a)와 같은 개념으로 제안한 시스템은 (b)배기구에서 지속적으로 배출되는

배기풍이 배기구를 지나면서 베르누이효과에 의해 풍속이 증폭된다. 또한

외부기류는 배기구의 외기 유입구를 통해 배기구 내에서 상승풍을 발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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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 배기효과를 일으킨다. 이러한 방식으로 상승된 기류는 소형풍력발전기에

일정한 풍량의 동력을 제공하게 된다. 또한, (c)소형풍력발전기는 강한 외부

기류에 의해 회전하게 되면 배기구에 부압을 형성하여 배기효과를 돕게 된

다. 이러한 작용은 초고층 건물의 배기효과를 도울 뿐만 아니라 풍력발전기

의 효율적인 에너지생산과 기존의 연구에 따른 적용 위치 외의 장소에 적

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a) 제안된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 시스템의 개념

(b) 외부기류와 배기풍을 이용하여 동력제공 (c) 외부기류가 강할 때의 배기효과

(그림 5.5) 제안한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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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개념으로 설계배기구에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을 적용하면 (그림

5.6)의 (a)다리우스형과 사보니우스형 블레이드를 활용하는 방안과, (b)다

리우스형 블레이드 아래 소형의 프로펠러형 블레이드를 추가적으로 설치

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a)의 경우 약한 풍속에도 구동이 가능한 사

보니우스형 블레이드를 적용함으로써 시동토크에 의한 부하를 줄이고, 이

후 외부풍속과 배기풍을 이용하여 다리우스형 블레이드의 고속회전에 따

른 발전을 기대할 수 있으며, (b)의 경우는 블레이드가 외부의 강한바람

에 의해 시동조건이 충족되었다는 가정에서 외부기류와 배기풍에 의해 프

로펠러에 동력을 제공하며, 고속회전하는 다리우스형 블레이드에 의해 배

기효과와 풍력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제안모델이다.

(a) 배기겸용 다리우스형·사보니우스형

풍력발전 시스템

(b) 배기겸용 다리우스형·프로펠러형

풍력발전 시스템

(그림 5.6)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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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소결

본 장은 설계배기구의 성능 측정 및 문제점을 찾아 개선하기 위해 CFD시뮬

레이션 및 측정실험을 수행하였다. 4장에서 최적의 형태로 제안된 설계배기구를

대상건물에 적용하여 외부기류의 유동적인 흐름에 의해 나타나는 배기 성능을

측정하고 소형풍력발전기가 적용된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을 제안하였다.

C대학교 기숙사 15층 옥상에서 2012년 2월 28일부터 3월 5일까지 일주

일간 기본배기풍속을 측정을 한 결과 기상청에서 제공되는 서울의 겨울철

평균풍속 3.5m/s, 주풍향 북서풍과는 다르게 평균외기풍속 1.27m/s, 주풍

향은 남동풍으로 측정되었다. 일주일간 배기구의 평균배기풍속은 0.25m/s

로 측정되었으며, 외부기류에 의한 기본배기풍속의 증가·감소폭은 0.1m/s

이하로 영향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배기구이 모듈 개수 조절에 따른 실험결과 3개에서 6개로 갈수록 상

단부, 중단부, 하단부의 측정된 풍속이 증가하는 것으로 측정되었으며, 배기

구 하단부의 평균기본배기풍속(0.25m/s) 대비 증가폭은 작게는 2.36배(3개

0.59m/s)에서 크게는 4배(5개 1.0m/s)까지 증가된 배기풍속이 측정되었다.

또한, 배기구 상단부의 경우 평균기본배기풍속(0.25m/s)대비 증가폭은 작게

는 3.28배(3개 0.82m/s)에서 5.4배(5개 1.35m/s)까지 증가된 배기풍속이 측

정되었으며, 외부 풍환경에서의 모듈 개수증가에 따른 성능이 확인되었다.

모듈 3개와 모듈 4개의 외부기류에 의한 배기풍속 영향을 비교 분석한

결과 외부기류에 의한 영향은 배기구 상단부의 배출되는 배기풍속 보다

배기구 하단부의 배기풍속에 영향이 큰 것으로 사료되며, 약한 풍환경이

라도 모듈의 수가 많을수록 배기풍속의 증가에 유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모듈의 풍향각에 따른 성능분석을 위해 모듈 5개와 모듈 6개를 비교 분

석한 결과 모듈 5개의 외부풍속이 모듈 6개에 비해 좋은 성능이 발휘 된

것에 기인할 때, 모듈 5개와 같이 외기유입구와 풍향이 수직일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발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결과에 따라 초고층 공동주택에서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

을 위한 시스템을 제안하면, 외부기류를 이용하여 풍력발전기의 시동과

배기효과를 일으키고 배기구의 지속적인 풍량을 통해 풍력발전기에 동력

을 제공하는 배기구와 풍력발전기의 통합된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 97 -

제 6 장 결 론

초고층 건물은 에너지 다소비형 건물로서 화석연료의 고갈과 온실가스 저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 저감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효율적으로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을 적용 하기위

한 연구로써, 이를 위해 사례 분석과 도시의 풍환경 분석을 통해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고려요소 도출을 통해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을 설계 및

제작하고, CFD시뮬레이션과 실험을 통하여 시스템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심지역에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을 건물에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고려해보면 다음과 같다.

1) 대상지역의 기후환경과 도심지역 건물에 의한 기류흐름특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2) 풍력발전기의 특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사전에 계획되지 않은

풍력발전기의 선정과 설치는 에너지 생산 효율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

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3) 환경적 문제와 안전성에 대해 고려되어야 한다. 풍력발전에 따른 소

음과 하중은 각종 민원의 원인이 된다. 또한, 파손된 풍력발전기는 인명피

해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되기 때문에 풍력발전기를 건물에 적용시 위

치선정에 있어 고려가 필요하다.

둘째, 배기겸용소형풍력발전시스템의 설계를 위한 고려요소로는 풍력발

전기를 구동하기 위한 필요 풍속과 풍량, 배기효과의 증가, 주거 환경적

고려요소가 충족되어야 한다. 또한, 풍력발전시스템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배기풍의 증폭 방안, 외부기류의 이용, 난류의 억제 방안등이 우

우선적으로 고려되어 설계되어야 한다.

셋째,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기의 설계모델 시뮬레이션 결과 외형은 곡면

으로 설계하여 배기구 후면의 난류를 최소화하고, 배기구로 향하는 외부기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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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모아주기 위한 집풍장치를 설치하여 구조체 표면을 타고 흘러나가는 기

류를 모아주고, 특히, 외기유입구를 통해 유체의 손실을 줄이며 배기구 내부로

상승하는 배기풍을 일으켜 배기효율을 증가시키도록 하는 모듈 형태가 제안되었

다.

넷째, 본 연구에서 설계된 배기구(모듈형태)와 일반적인 배기구(원형)를

비교 실험한 결과 원형배기구의 경우 외부기류가 배기구 안으로 흘러들어

가 배기효율이 저하되는 반면, 모듈형태의 설계배기구에서는 외부기류에

의해 배기구 내부에 상승풍을 일으켜, 배기효과를 증가시키며 배기풍이

발생하였다.

다섯째, 설계된 배기구의 성능을 평가한 결과 대상건물에서 배출되는 평

균배기풍속이 0.25m/s로 측정되었을 때, 배기구 하단부의 경우 증가폭은 작

게는 2.36배(0.59m/s)에서 크게는 4배(1.0m/s)까지 증가된 배기풍속이 측정

되었다. 또한, 배기구 상단부의 경우 증가폭은 작게는 3.28배(0.82m/s)에서

5.4배(1.35m/s)까지 증가된 배기풍속이 측정되었다. 실험 결과 설계배기구를

설치 시 배기효과가 상승되며 그로인해 배출되는 배기풍속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측정되어 설계배기구의 성능이 확인되었으며, 설계배기구에 소형풍

력발전시스템을 적용하여 사용할 경우 풍력발전효율을 상승시킬 것으로

사료되었다.

따라서, 실험 결과에 따라 초고층 공동주택에서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을

위한 시스템을 제안하면, 외부기류를 이용하여 소형풍력발전기의 구동과 배

기효과를 일으키고 배기구의 지속적인 풍량을 통해 풍력발전기에 동력을

제공하는 배기구와 소형풍력발전기의 통합된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초고층 공동주택의 배기뿐만 아니라 풍력발전을 통한 에

너지 저감 기술력 확보를 위한 기초적인 설계방안을 제시하고자 고려요소

와 적용 요소를 분석하여 모델을 제안하고 제안된 모델의 CFD시뮬레이

션과 측정실험을 통해 성능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러한 분석을 통해, 초고

층 건물의 배기효과를 도울 뿐만 아니라 소형풍력발전기의 효율적인 에너

지생산과 기존의 적용 위치 외의 장소에 적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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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외부기류를 이용하여 배기풍속을 증가

시키고 배기효과를 일으키기 위한 연구와 실험만이 이루어졌을 뿐 실제

초고층건물의 배기풍속과 외부풍속에 대한 측정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또

한,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의 배기구부분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

로 이루어 졌으며 소형풍력발전기의 형태와 적용방법에 대해서는 기초적

인 연구만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추후 소형풍력발전기의 최적의 형태와 종

류에 선정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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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초고층 공동주택에서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시스템 적용을 위한 
실험적 연구 

  

김 진 우
중앙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건축환경 및 설비전공
지도교수 박 진 철

최근 초고층 공동주택은 건물자체의 기능뿐만 아니라 도시의 주거문화를 선도

하는 트랜드이며, 랜드마크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초고층 건물은 에너지 다소

비형 건물로서 화석연료의 고갈과 온실가스 저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 저감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 같은 문제들의 근본적인 대책

으로 청정한 에너지인 신·재생에너지 활용이 중요시 되고 있다. 초고층 건물은 도

심지에서 풍환경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계절별로 주풍향이

바뀌는 우리나라의 풍환경에서는 건물에 풍력발전기를 적용하는 방식은 실용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이러한 풍환경에서 소형풍력발전기를 초고층 건물에 적용하기

위한 적정의 장소를 찾고, 적용 가능한 시스템을 찾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초고층 공동주택에서 배기를 겸한 소형 풍력발전시스템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초고층 건물에 풍력발전기를 적용한 사례를 분석

하여 특성을 파악하고, 건물에 적용하기 위한 고려요소를 도출하여 대안을 제시

하였으며, CFD시뮬레이션 및 측정실험을 통해 대안을 검증하였다.

핵심어 : 초고층 공동주택,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 신재생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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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도심에서 풍력발전시스템의 적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연구되고 있는

초고층건물 역시 풍력발전시스템을 적용하여 구동하기 위해서는 빠른 풍속

과 일정한 풍량의 확보는 필수적이다. 도심지역의 건물은 주변 풍환경 간

섭으로 인해 가변적인 풍향·풍속과 돌풍등의 풍환경 속에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을 건물에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고

려되어야 하며, 풍력발전과 배기효과의 효율을 위해서는 단순히 풍력발전

기의 설치만으로 이루어 질 수 없기 때문에 통합된 설계가 필요하다.

(2) 통합된 설계를 위해 고려요소 도출을 통한 대안을 제안 하였으며, 대상

건물에 적용에 따른 검증을 위해 성능실험을 실시하였다. 대상건물에 적용하

여 실제 환경에서의 성능검증을 평가한 결과 배기구의 평균배기풍속

0.25m/s로 측정되었을 때, 배기구 하단부의 경우 평균배기풍속(0.25m/s) 대

비 증가폭은 작게는 2.36배(0.59m/s)에서 크게는 4배(1.0m/s)까지 증가된 배

기풍속이 측정되었다. 또한, 배기구 상단부의 경우 평균배기풍속(0.25m/s)대

비 증가폭은 작게는 3.28배(0.82m/s)에서 5.4배(1.35m/s)까지 증가된 배기풍

속이 측정되었다. 실험 결과 외부 환경에서도 설계배기구에 의한 성능이 확

인되었으며, 설계배기구에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을 적용하여 사용할 경우

풍력발전효율을 상승시킬 것으로 사료되었다.

(3)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외부기류를 이용하여 풍력발전뿐만 아

니라 배기효율을 상승시키며, 배기풍속이 증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배기겸

용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초고층 공동주택에 배기겸용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을 적용

하기 위해 고려요소 분석을 통한 대안 모델을 설계하였으며, 시뮬레이션 및

실험을 통해 최적의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추후, 배기구의 형태 개선뿐만 아

니라 풍력발전기 블레이드의 최적화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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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Experimental Study on the Application of Small Wind 
Power System Combined Exhaust 

in Super High-rise Apartment

Kim, Jin Woo
Department of Architecture

The Graduate School Chung-Ang University
Advised by Prof. Park, Jin Chul, Ph.D.

Recently, high-rise apartment housing has been the leading 
trend in terms of performance of the building but also 
urban residential culture and they are used as landmarks. 
However, high-rise buildings are highly energy-consuming 
type, requiring the need for reducing energy to solve the 
issue of fossil fuel depletion and greenhouse gases.

For fundamental countermeasures for such issues, the use 
of clean energy, new and renewable energy has become 
crucial.

 
High-rise buildings are known to be the most superior in 

terms of air flow condition in the urban areas.

Keywords : High-rise apartment, Small wind power combined exhaust,    
            Renewable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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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ever, in Korea’s air flow condition where the main 
direction wind changes for each season, the use of wind 
turbines for buildings lacks practicality. Thus, in such air 
flow condition, researches to seek suitable areas for applying 
small wind turbines into high-rise buildings and applicable 
systems would be need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use of small 
wind turbine system which also works as an exhaust in 
high-rise apartment housing. For this, cases where wind 
turbines were used for high-rise buildings were analysed to 
find the characteristics and derive factors for consideration 
to apply it into buildings and propose alternatives. The 
alternative was tested through CFD simulation and 
measuring experiments.

Results from the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High-rise buildings which are found to have the highest 

likelihood of applying wind turbine system in the urban 
areas also must have fast velocity of wind and consistent 
amount of wind to use the wind turbine system and run it. 
Buildings in the urban area are subject to air flow 
conditions such as variable wind direction, wind velocity and 
gust due to surrounding interferences from the air flow 
condition. In such environment, to apply small wind turbine 
system to the buildings, necessary conditions should be 
considered. Also, for the efficiency of wind turbine and 
exhaust, the installation of wind turbines is not sufficient 
and thus, more integrated design is required.

For integrated design, an alternative was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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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 deriving factors and to test on the target buildings, 
a performance test was conducted.

It was applied to the target buildings and performance test 
was done in the actual environment and reviewed. The 
findings indicated that When the average exhaust velocity of 
an exhaust pipe was measured at 0.25m/s, for the bottom 
part of the exhaust pipe, an increase compared to the 
average exhaust wind velocity(0.25m/s) was from 2.36 
times(0.59m/s) to 4 times (1.0m/s) at the most. Also in case 
of exhaust pipe’s top part, an increase compared to the 
average exhaust wind velocity(0.25m/s) was measured to be 
3.28 times  (0.82m/s) at the least and 5.4 times (1.35m/s) at 
the most for the exhaust wind velocity. The results from the 
experiment confirmed the performance in the designed 
exhaust pipe in the external environment. Also when the 
small wind turbine system was applied to the exhaust pipe in 
the design for use, it will enhance the efficiency of the wind 
turbine. 

Based on the combined findings from the study, it 
proposed a small wind turbine system that can work also as 
exhaust which can increase the efficiency of wind turbine, 
exhaust and exhaust wind velocity using outside air flow.  In 
this study, in order to apply a small wind turbine system 
which also works as an exhaust to high-rise apartment 
housing, an alternative model through analysis of factors 
was designed and it proposed the optimal system through 
simulation and experiments. In the future, more studies for 
improving the form of exhaust pipes and optimal blades of 
the wind turbines would have to be further condu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