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p
ec

ia
l T

he
m

e 

18

E2 M
 전
기

 전
자
와

 첨
단

 소
재

   
   

 •

1. 서론

오늘날 모든 나라에서 미세먼지, 지구온난

화와 같은 환경문제가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

로 대두 되고 있다. 특히 건축분야의 에너지 

효율에 대한 연구는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

어 왔는데, 건축물은 한번 완공되면 30년 이상 

물리적으로 존재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이유이다. 특히 건축분야의 지구온난

화에 영향을 미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가 

당 전체 배출량의 25.2% 그리고 전체 부문별 

에너지 소비의 경우 산업부분의 50.1% 다음

의 규모인 22%를 건축분야가 차지하고 있기

에 온실가스 감소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같

은 환경 친화적인 건축계획 분야의 연구는 앞

으로도 매우 중요하다 [1].

그동안 진행된 친환경 건축연구 분야는 대부

분 태양에너지와 바람의 자연환경으로부터 신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에 국한되어 왔다. 

압전소재를 활용한 에너지 하베스팅  
기반 에너지 자립형 건축설계 제안

2
Special Theme  건축용 에너지소재

글_최 호 순 교수  |  계명대학교 건축학전공

그림 1 ▶  Sustainable Architecture _ Wind turbin, Solar panel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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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지붕을 활용한 태양광 패널 및 풍력터빈

을 설치하거나 [4,5], 신재생에너지 발생장치

를 건축디자인 요소로 하여 적극적으로 건

축물 외형에 적용한 사례도 있다. 하지만 에

너지 효율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소음 및 도

시 경관적 측면의 문제가 발생하여 태양광 패

널 및 풍력을 활용한 건축계획은 널리 보급

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오늘날 태양에너지와 풍력에 국한되어 진행

되고 있는 건축분야의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

을 다양한 분야로 확장하고자 하며, 이를 위

해 압전소재를 건축물에 적용하고자 한다. 압

전소재는 에너지 하베스터의 기능을 할 뿐 

만 아니라, 오늘날 콘크리트로 대표되는 정형

화된 도시 및 건축경관에 새로운 모델을 제

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1.1  에너지 하베스팅 기반 에너지 자립형  

 건축설계의 범위와 방법

본 건축설계의 대상은 2018년 스페인령 

Lanzarote섬에 위치한 공간으로 물리적인 크

기는 가로 38 m, 세로 38 m 그리고 면적은 

1,450 m2 규모이다. 현재 외부 주차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는 유휴공간을 미래지향적 다목

적 공간으로 리노베이션 하는 것을 목표로 한

다 [6]. 스페인령 Lanzarote섬은 아프리카 대

륙에서 가까운 관광으로 유명한 곳으로서 연

구 대상지는 주변의 관광시설과 문화 및 교육

시설로 둘러싸인 좋은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

으나, 현재는 외부 주차장의 단순한 용도로 사

용되고 있다. 본 설계 계획안은 실제로 건설될 

예정으로 총 예상 공사비는 350,000유로(약 4

억 2천만원에 해당)이며, 설계 계획의 구체적

인 방향은 본 유휴공간이 주차공간의 역할 뿐 

만 아니라 다양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

장과 마을 축제와 같은 행사가 가능하고 햇빛

을 피할 수 있는 파고라와 같은 구조물이 계

획되도록 한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

는 공간으로 계획되어야 하며 이러한 신재생

그림 2 ▶  Research Site (Lanzarote Dynamic Square, S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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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는 인터넷 접속 및 주변 벽을 활용한 

Videomapping이 작동하게 하여야 한다. 무엇

보다도 모든 이용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창의

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다목적 공간이 계획되

는 것이 본 연구의 가장 큰 목표이다. 이러한 

미래지향적인 다목적 공간 계획 연구의 목표

를 위해 본 연구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새

로운 건축 공간 계획에 주안점을 두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방법은 건축물에 적용된 신재

생에너지 생산을 위한 설계연구에 대한 선행

연구를 실시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기존의 

연구들이 자연 에너지원들로부터 전기에너지

로 변환하는 에너지 하베스팅(energy harvest-

ing)기술을 건축물에 접목시키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특히 태양광과 바

람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건축설계에 

적용하는 연구가 압도적임을 알 수 있었다. 이

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다른 형태의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을 본 연구에 적용하고자 하는 

새로운 연구방법을 찾고자 하였으며, 그 새로

운 기술이라 함은 압전효과와 정전기력을 활

용한 신재생 에너지 생산을 하는 것이다. 본 

연구가 압전효과와 정전기력에 주목한 이유

는 바닷가 근처에 위치한 Lanzarote섬 주변의 

강한 바람에 의한 마찰력의 활용과, 압전소재

를 건축물 외부 입면에 활용하여 새로운 도시 

및 건축경관의 모델을 개발하고자 한 의도 때

문이다.

2.  에너지 하베스팅 기반  

 에너지 자립형 건축설계 계획

본 건축설계 계획은 스페인 Lanzarote섬에 

위치한 유휴 공간을 미래지향적 복합공간으

로 계획하는 것이며, 기존의 선행연구 분석 결

과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해서 태양, 풍력 그

리고 압전력이 활용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

구에서는 연구대상지가 향후 시민들의 복합

공간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을 감안하여 바다

근처의 입지적 조건을 분석한 풍력과 그 마찰

력을 활용하기 위한 압전에너지 하베스팅 기

술을 건축설계에 적용하였다. 또한 압전에너

지로 발생된 신재생에너지가 복합공간에 필

요한 에너지에 비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서 

지붕 구조물 위에 태양전지판을 설치하여 태

양에너지를 활용하도록 하였다.

2.1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한  

 풍력 압전에너지 활용

풍력을 활용하기 위한 건축분야의 선행 연

구는 터빈을 건축물에 적용하는 것이 주를 이

룬다. 본 연구에서는 압전소재를 활용하여 풍

력의 마찰력을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압전소재를 신재생에너지 발생

을 위함 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외장재로 활용

하여 건축디자인의 요소로 계획하고자 한다. 

압전소재는 선행연구 Shuguang Li 외(2011)가 

사용한 PVDF (polyvinylidene fluroide)계열의 

LDT2-028K/L w/rivets을 선택하였고 [7], 풍력

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한 풍동 해석 프로그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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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desk사의 Flow design 프로그램을 사용

하였다. 

2.2 압전소재 배치계획

압전소재는 PVDF (polyvinylidene fluroide)

계열의 LDT2-028K/L w/rivets 모델로서 선

행연구 분석결과 그림 3, 4와 같이 바람의 진

행방향과 수직으로 압전소재를 배치해야 전

기에너지 발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압전소재가 바람의 영향을 받을 때 휘어짐

(bending)과 뒤틀림(torsion) 현상에 의해 마

찰이 극대화되기 때문이다.

압전소재를 배치하기 위해 연구대상지 주

변의 풍동에 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대상지 

주변의 건물의 높이 그리고 위치와 같은 대지  

피복도 정보를 바탕으로 바람의 흐름과 강도

를 Autodesk사의 Flow design 프로그램을 사

용하여 분석하였다.

2.3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한  

 태양에너지 활용

그림 6에서 나타나듯 태양고도가 가장 낮은 

겨울철에 연구대상지에 침범하는 그림자의 

분석결과는 대상지 남쪽하단 부분을 제외한 

모든 부분이 태양광에너지를 활용하는데 문

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 되었다.

그림 3 ▶  Design Study of Piezoelectric fiber.

a b

그림 4 ▶  Principle of Piezoelectric fiber.

그림 5 ▶  Analysis of Wind Movement _ Autodesk, Flow De-

sign.

그림 6 ▶  Analysis of shadow movement (Sketch-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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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맺음말

본 건축설계 연구는 오늘날 환경문제의 심

각성에 대응하기 위해 압전소재를 활용한 친

환경 관점의 새로운 건축을 주제로 진행 되였

다.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2018년 스페인 령 

Lanzarote섬에 위치한 유휴 공간을 대상지로 

하여 구체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 현재 외부 

주차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는 유휴공간을 주

변 모든 시민들이 다목적 공간으로 사용하도

록 계획 하였고, 본 연구에서 주목한 미래지향

적 건축공간은 공간에서 소비될 에너지를 친

환경에너지로 대체함으로서 환경의 중요성

을 건축 설계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두었다.  

계획한 다목적 건축공간에 전기를 공급할 에

너지원은 자연 에너지원들로부터 전기에너지

를 생산하는 에너지 하베스팅(energy harvest-

ing)기술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 적용한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로

는 첫째, 풍력과 그 마찰력을 활용하기 위해 

압전소재를 건축물에 적용하였다. 구체적인 

압전소재는 PVDF (Polyvinylidene Fluroide)

계열의 LDT2-028K/L w/rivets를 건축물 입면

에 적용하여 풍력의 자연에너지로부터 신재

생에너지를 생산 할 뿐 만 아니라, 압전소재를 

건축물의 입면에 활용함으로서 새로운 도시 

및 건축 경관을 제시한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

다. 둘째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로 태양에너지

를 활용하기 위해 전지판을 건축물에 적용하

였다. 연구대상지가 아프리카 대륙근처의 강

한 태양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입지적 장

점을 활용하고, 연구 대상지 주변의 대지 피복

도를 감안한 최적의 태양전지판을 배치하여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극대화 하였다. 

이와 같이 풍력과 태양에너지를 활용하여 

생성된 신재생에너지는 건축물 내부 공간의 

벽에 설치된 LED Videomapping에 공급되며, 

본 장치를 중심으로 새롭게 계획된 건축 공간

그림 7 ▶  System of energy harvesting (Solar panel and piezo-

electric fiber).

그림 8 ▶  Multi-purpose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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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전 세계의 문화 및 교육 등의 다양한 교류

가 진행되는 미래지향적 다목적 공간으로 사

용될 것이다.

본 건축설계 연구는 오늘날 도시공간 내의 

유휴공간에 대한 재활용의 관점 뿐 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관점의 친환경 건축계획이라는 

점에 연구의 가치가 있다. 신재생에너지 관점

에서 기존에 진행된 건축분야의 연구들이 태

양전지판으로 대표되는 태양에너지를 활용한 

연구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풍

력의 마찰력을 이용하기 위한 건축재료를 활

용하여 신재생에너지 생성 뿐 만 아니라 압전

소재를 건축디자인의 요소로 제시함으로서 

새로운 도시경관을 제안했다는 연구의 의의

가 있다. 다만 신재생에너지 발생에 대한 경제

적인 분석이 진행되지 못한 연구의 한계가 있

으므로, 향후에 건축물 건설비용 대비 신재생

에너지 생산에 대한 비용분석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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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5월 ~ 2012년 12월   프랑스 파리 도미닉 뻬로  건축사무소 프로젝트 매니저

 2013년 3월 ~ 현재         계명대학교 건축학전공 부교수

저 / 자 / 약 /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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