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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풍력발전 동향(Urban Wind Energy)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김 현 구 박사

개 요.Ⅰ

신재생에너지에 한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풍력발전은 무한한 풍력자원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재 규모 풍력발전단지에서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사업이 풍력발전의.

핵심을 이루고 있지만 도심 건물군에 소형 풍력발전기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

다 가정집이나 아파트 빌딩에서도 소형 풍력발전기를 이용하여 최 전력사용량의 까지 자가. 20%

발전하기 위한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1) 그림 은 건물 옥상에 설치된 소형 풍력발전기의 예를< 1>

보여 주고 있다 건물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할 경우 건물에 의하여 복잡하게 형성되는 기유동. 장

특성을 고려하여 가장 효과적인 풍력발전기의 설치 위치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2)

좌 수직축 풍력발전기 우 수평축 풍력발전기( : , : )

자표 : Brad C. C., Rick R. D., “Integrating Wind Energy into the Design of Tall Buildings - A Case Study of the Houston Discovery
Tower”, WindPower 2008, Houston, Texas, 2008.

그림 소형 풍력발전기 건물옥상 설치사례< 1>

최근에는 풍력발전기를 초고층 빌딩의 한 부분으로 고려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건축가들에게 초고층 빌딩이 단순.

한 높이의 랜드마크 경쟁에서 벗어나 환경 친화적이라는 상징성까지 제공해야 한다는(land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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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다임이 도입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건축가 단체의 프로젝트인. WEB(Wind Energy for

는 최근의 핫 이슈인 신재생에너지 개념을 건축물에 도입하여 건축물의the Built Environment)

실용성을 극 화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3) 프로젝트에서는 도심지 풍력발전에서 고려되어WEB

야 할 사항으로 건물군에 의한 풍속 증감 건축물 크기에 따른 풍력발전기 크기 제한 소음 문제, , ,

안전성 등을 거론하고 있다 이러한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는 최적의 도시풍력. WEB

발전으로 풍력발전기를 건물 내부에 융합하는 방식을 제시하였다.

본 기고에서는 고층건물 융합형 풍력발전의 국내외 동향을 분석하여 향후 도시 조형물에 풍력

발전을 도입하기 위한 기술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동향 분석.Ⅱ

국내 동향1.

우리나라에서는 서울 잠실의 롯데슈퍼타워 서울 상암의 랜드마크 빌딩 전 선화동 파, DMC ,

라다이스 타운 등 풍력발전을 고층건물에 융합하여 랜드마크 이미지를 부여하려는 시도가 있으나

아직까지는 실제로 풍력발전을 도입한 고층건물이 건설된 사례는 없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롯데물산에서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서 기초공사를 시작한 층 건물높이123

가로 세로 각 크기의 롯데슈퍼타워는 우리나라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여 각종 신555m, - 72m

재생에너지 시스템을 도입하여 표적인 친환경 녹색 복합단지로 조성될 계획이다 즉 지열 생. , ,

활하수를 이용한 폐열회수 태양광 발전 및 건물 고층부 및 저층부에 바람을 이용한 풍력발전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하나4) 건설이 시작된 현재에도 풍력발전의 구체적인 건물 융합방안이 제시되

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실현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현재 서울시와 건립계획 협상 중인.

서울 랜드마크 빌딩은 지하 층에서 지상 층 규모로 이는 아랍에미리트DMC 9 133 , 656m (UAE)

의 버즈두바이 빌딩 층 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건축물이 될 것으로 전망된(818m, 160 )

다 상암 랜드마크는 세계적 초고층 건물설계 전문기업인 미국의 사가 설계하였으며. DMC SOM ,

건물 중앙이 열린 라인형 수직공간을 통하여 발생하는 상승기류를 풍력발전에 이용한다는 개S-

념을 도입하였으나 구체적인 도면 등이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일부 아파트 건축회.

사에서 도심 하천의 풍환경을 이용하여 풍력발전을 융합한 형태의 아파트 건설기획을 제안하기도

하였으나 역시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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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http://www.asiae.co.kr/news/, http://www.koam.co.kr/xe/koam4_2

그림 잠실 롯데슈퍼타워 좌 상암 랜드마크 빌딩 우 개념도< 2> ( ), DMC ( )

해외 동향2.

가 바레인 국제무역센터.

년 준공된 바레인 국제무역센터는 풍력발전기와 융합된 고층건물의 효시로2008 CTBUH(Coun-

로부터 최고의 고층건물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바cil on Tall Buildings and Urban Habitats) .

레인 국제무역센터에 적용된 풍력발전 사례는 단순히 상징성뿐만 아니라 초고층 빌딩에서 요구하

는 엄청난 전력사용량을 일부라도 자급하기 위한 실용적인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이다 국제무역.

센터는 높이 의 칭을 이루는 직각 삼각형 건물 사이의 상 중 하측에 세 개의 다리가 두240m , ,

건물을 연결하며 그 각각의 다리 중간에 블레이드 지름이 인 급 수평축 풍력발전기, 29m 225kW

를 설치한 구조이다 총 발전설비 용량은 이며 이로부터 연간 의 전력을 생산하. 675kW , 1.3GWh

여 연간 전력사용량의 를 자급하고 있다13% .

자료: http://en.wikipedia.org/wiki/Bahrain_World_Trade_Center

그림 바레인 국제무역센터 전경 및 건물배치에 의한 벤츄리 효과<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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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센터에 한 전산유체역학 해석결과 중 풍속분포 평면도인 그림 의 우측 그림을 보< 3>

면 칭형상의 건물사이 공간을 벤츄리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인입 각도를 설계하여 풍(Ventury)

력발전 효율을 증가시키는 인공적 풍속강화 원리가 적용되었다.5) 그러나 이러한 배치는 주풍향이

아닌 곳에서 바람이 부는 경우에는 풍력발전 효율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풍력발전기 후방에서 바

람이 부는 경우에는 아예 작동이 불가능하다 국제무역센터는 해안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풍. ,

이 불어오는 방향을 향하도록 건설되었다 따라서 오직 해풍이 부는 경우에만 풍력발전이 가능한.

구조이다.

나 텍사스 헤스 타워.

년에 준공된 미국 텍사스 휴스턴에 위치한 헤스 타워 는 건물 옥상에 수직2010 (Hess Tower)

축 풍력발전기를 열로 총 개 설치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총 층 높이의 건물이다 휴2 10 29 , 147m .

스턴의 상징적 건물이 된 헤스 타워는 텍사스의 우수한 풍황조건을 이용하여 풍력발전을 할 수 있

도록 설계되었지만 그림 에 제시된 전산유동해석 결과에 의하면< 4> 5) 건물 정면으로 바람이 부는

경우에 최적화된 설계이다 최근 보도자료에 따르면 헤스 타워의 풍력발전기 시범운전 기간 중 파.

손된 부품이 인도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고층건물 융합형 풍력발전의 안전성에 한 심각

한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고 한다.

자료: http://en.wikipedia.org/wiki/Discovery_Tower

그림 텍사스 헤스 타워 전경 및 전방풍일 경우의 풍속분포도<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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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광저우 펄리버 타워.

년 중국 광저우에 건설된 펄 리버 타워 는 건물 내부 공간에 풍력발전2010 (Pearl River Tower)

기를 설치하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였다 유명한 건축설계회사인 이 설계한 펄 리버 타워는. SOM

층 높이이며 그림 의 개념도와 같이 건물 중앙 상 하단에 건물을 관통하는 총71 , 309m , < 5> · 4

개의 노즐형태 수평유로를 설치하여 유입풍속을 가속시켜 풍력발전에 유리한 풍환경을 만드는 아

이디어가 적용되었다 일반적으로 직사각형 고층건물 전면에서 강풍이 불어올 경우 건물 중간부.

분에 바람이 직접적으로 부딪쳐 기류가 상하로 갈리는 정체점 이 생기며 이(stagnation point) ,

부분에 풍압이 집중된다 따라서 펄 리버 타워와 같이 정체점에 바람이 건물을 통과하는 유로를.

만들어 건물에 가해지는 풍압을 감소시키는 부과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그림 우측의 전산유동해석 결과와 같이< 5> 5) 건물내부 노즐형상에 의해 배의 풍속증1.5~2.5

가가 가능하지만 앞서의 두 건물과 마찬가지로 전방에서 바람이 부는 경우에만 최적화된 풍력발

전 방식이라는 단점을 갖는다 최근 보도자료에 의하면 건물은 완공되었지만 건물 내부에 설치할.

수직축 풍력발전기는 선정되지 않았다고 한다.

자료: http://en.wikipedia.org/wiki/Pearl_River_Tower

그림 광저우 펄리버 타워 전경 개념도 및 전방풍일 경우의 풍속분포도< 5> , 5)

라 런던 스트라타. SE1

년 영국 엘러펀트 와 캐슬 지역에 건설된 층 높이의 스트라타2010 (Elephant) (Castle) 43 148m

은 그림 과 같이 옥상부에 수평축 풍력발전기를 장착한 형태이다 풍력발전기(Strata) SE1 < 6> .

블레이드 지름은 이며 세 개의 풍력발전기로부터 의 전력을 생산하여 건물 전력사용량9m 50M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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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약 를 자급하게 된다 건물배치는 주풍향인 남풍에 맞추어져 있으며 건물 상부의 경사로가8% . ,

벤츄리 형태의 원형 통로로 연결되어 풍속을 가속시키도록 설계되었고 소음감소에 설계의 주안점

을 두어 건설하였다.

자료: http://en.wikipedia.org/wiki/Strata_SE1

그림 런던 스트라타 아파트먼트 타워 전경 및 수평축 풍력발전기< 6> SE1

마 타 제안사례.

앞서 살펴본 고층건물 융합형 풍력발전 완공사례 이외에도 현재 제안단계에 있는 고층건물로는

그림 과 같이 두바이 아나라 타워 두바이 국제금융타워 영국 스카이하우스< 7> (Anara Tower), ,

등이 있다 두바이 아나라 타워의 경우 현재 투자유치 단계이며 그 이외에는 부분(Skyhouse) . ,

개념설계 단계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자료: http://en.wikipedia.org/wiki/Anara_Tower,http://www.marksbarfield.com/project.php?projectid=8

그림 두바이 아나라 타워 좌 두바이 국제금융타워 중 영국 스카이하우스 우 개념도< 7>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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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전망.Ⅲ

화석 에너지소비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단계에서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부각되

고 있다 이에 따라 건축분야에서도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도입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

데 고층건물 융합형 풍력발전에 한 국내외 기술동향을 검토하였다, .

해외의 두바이 국제무역센터 텍사스 디스커버리 타워 광저우 펄리버 타워 런던 스트라타 타, , ,

워 등은 건물형상을 풍력발전에 유리하도록 디자인한 고층건물이지만 전산유체역학적 해석을 통

하여 검토한 바에 의하면 탁월한 주풍향에 최적화된 제한적인 설계방식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계.

절별로 주풍향이 바뀌는 우리나라의 풍환경에서는 이와 같은 고층건물 융합형 풍력발전의 설계방

식은 실용성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되기에 실용화 및 보급활성화를 위해서는 풍향 의존성을 극복

할 수 있는 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요구된다.

고층건물 융합형 풍력발전이란 건축개념은 현재로서는 다소 상징성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곧

사회적 요구는 실질적으로 건물에서 필요한 전력을 상당부분 자급하는 경제성을 고려한 단계로

진화할 전망이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건물 주위의 기 유동장에 한 풍동실험 및

전산유체역학적 해석을 통하여 경제적 측면에서의 실용성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그밖에도 고.

층건물 융합형 풍력발전이 극복하여야 할 기술적인 장애요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수 있다.

도시 건물군에 의해 복잡하게 형성되는 기유동장의 난류특성•
수평축 풍력발전기의 소음 및 진동 문제•
고풍속 및 낙뢰 등에 의한 풍력발전기 및 지지구조의 안전성 문제•
풍력발전기 설치위치인 고공에서의 정확한 풍력자원평가를 위한 측정방법•



녹색기술정보포럼

86 |http://www.gtnet.go.kr

참고문헌< >

1. Brad C. C., Rick R. D., “Integrating Wind Energy into the Design of Tall Buildings - A Case Study of

the Houston Discovery Tower”, WindPower 2008, Houston, Texas, 2008.

2. Park J. C., Kyung N. H.,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Small Wind Power System in Apartment

Housing”, J. of Korean Solar Energy Society, 23(2), 2003

3. Kim, H. G., Jeon, W. H., Kim, D. H., Choi, H. J., “ 자료Wind Re Assessment for BIWT in Urban

Environment Using RS, NWP and CFD”, International Symposium on Low Carbon & Renewable

Energy Technology 2010.

4. Roy D., Brad C., David B., Graeme W., “Harvesting Wind Power from Tall Buildings”, CTBUH 8th

World Congress, 2008.

5. 전완호 윤성욱 김욱 조장형, , , , “풍력발전기가 설치된 고층빌딩에 대한 전산유체역학적 고찰” 환경과학,

회지, 18(8), 919-926, 2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