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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주로 주변 건물을 지나는 측풍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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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illustrates how simulation modeling can be of substantial help in designing

constructions in the vicinity of airport runway and presents results about the influence of

aircraft wake vortices through computer simulation. The cross-wind energy dissipation rate

is estimated from the Y-directional velocity spectrum for a sample in a real meteorological

observation data. The eddy region about cross wind in the vicinity of airport runway is

highly dependent on the height and shape of the buildings and the AOA of aircraft is

greatly influenced by Y-directional velocity occurred by dint of separation region in run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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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활주로를 이착륙하는 항공기는 활주로 상에서 발

생되는 측풍, 돌풍, windshear, wake-vortex 등과

같은 각종 유동현상에 대하여 영향을 받게 된다. 더

욱이 항공기의 크기가 작고 조종이 민감한 소형 항

공기를 비롯한 sport plane, 중, 소형 무인항공기 등

은 이러한 유동현상에 큰 영향을 받아 위험에 빠지

기도 한다.[1-4]

본 연구는 활주로 주변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유동현상 중에서 측풍에 대한 연구이다. 특히 측풍

이 활주로 주변 구조물에 영향을 받을 경우 아주

복잡한 유동현상이 발생될 수 있고 이러한 유동현

상은 활주로를 이착륙하는 소형 항공기나, 무인항공

기에 큰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 당 분야에 대한 연구는 거의 단순히 활주로

에서 발생되는 측풍을 활주로 건설에 대한 제한 규

정으로 활주로 건설시 이용하고 있는 정도이다.[5-7]

일반적으로 활주로를 건설할 때 적용되는 측풍의

영향은 건설지형 주변에서 발생되는 기상현상에 대

한 데이터를 사용하므로 활주로가 완공되어 각종

시설물이 들어서거나, 주변 환경이 변화될 때의 측

풍에 의한 유동 현상은 크게 달라 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항공기가 이착륙할 경우 측풍에 대한

판단은 항공기 제작사의 매뉴얼을 기초로 조종사의

주관적인 생각에 의해 이착륙이 이루어지는데, 세스

나 172와 같은 항공기의 경우 비행매뉴얼 상으로

측풍의 풍속이 10m/s 이내인 경우 이착륙이 가능하

다고 보고되어 있다.[8] 그러나 이러한 측풍 풍속의

기준을 정하는 풍속계는 활주로의 끝과 같은 개활

지에 설치하기 때문에 활주로 주변 구조물에 대한

영향을 측정할 수 없다. 특히 무인항공기와 같은 소

형 항공기의 경우 개활지에서 측정된 측풍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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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기초로 이착륙을 시도하다 주변 건축물에 의해

발생되는 유동현상에 의해 항공기의 제어가 불가능

해져 큰 위험에 빠진 적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활주로 주변 구조물의 형상에

의해 발생되는 유동 현상이 소형항공기의 이착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초 연구로 2차원 전산수치해

석을 통하여 연구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모델은 국

내 1,200m급 비행장을 기초로 하였으며, 주변건물의

모델링은 건물 단면의 주요 형상을 사용하였다.

2. 본 론

2.1 수치모형과 계산격자

본 연구에 사용된 비행장 모델은 Fig. 1 및 Fig. 2

와 같으며, 활주로의 길이는 1,200m급이며, 격납고

및 관제탑 그리고 교육시설이 건설되어있다. 주 활

주로의 위치는 활주로 중앙선이 건물로부터 145m

떨어져있고 활주로 폭은 25m이며 방향은 15-33 방

향이다.

Fig. 1 시험 비행장 전경

활주로 주변 구조물에 대한 2차원 전산수치해석

을 위하여 각 건물의 주요 단면을 2차원 모델링하

였는데, 주요 단면에 대한 형상과 격자는 Table. 1과

Fig. 3 ~ Fig. 10과 같다. 특히 ③번 구조물인 격납

고-2의 마지막 단면의 형상은 격납고-1의 가운데 부

분 단면과 동일하므로 격납고-1은 2가지 단면에 대

한 수치해석을 실시하였다. 계산격자의 형상은 삼각

격자를 사용하였으며, 각 수치모델의 계산격자수는

Table. 1과 같다.

Table. 1에서 계산 격자수가 각 Section마다 다르

게 나타나 있는데, 이는 모델링형상과 수치해석상

adaption기법에 의해 나타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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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비행장 활주로의 위치와 구조물

구조물명칭 단면명칭
계산격자의 수

Cell Faces Nodes

격납고-1

(Hanger-1)

Section-1 120,545 197,834 77,290

Section-2 103,947 171,547 67,601

관제탑

(Tower)

Section-3 89,281 142,670 53,390

Section-4 98,534 159,677 61,144

Section-5 127,506 209,284 81,779

격납고-2

(Hanger-2)

Section-6 126,198 208,454 82,257

Section-7 82,004 130,132 48,129

Table.1 구조물 단면의 명칭 및 계산격자의 수

Fig. 3 Section-1의 형상과 계산격자의 구성

Fig. 4 Section-2의 형상과 계산격자의 구성

Fig. 5 Section-3의 형상과 계산격자의 구성

Fig. 6 Section-4의 형상과 계산격자의 구성

Fig. 7 Section-5의 형상과 계산격자의 구성

Fig. 8 Section-6의 형상과 계산격자의 구성

Fig. 9 Section-7의 형상과 계산격자의 구성

번호 구조물명칭 단위

① 격납고-1

m② 관제탑

③ 격납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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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상 데이터 분석

본 논문은 측풍이 불 때 활주로 주변 구조물에

의해 발생되는 유동현상에 대한 연구이다. 따라서

활주로로 불어오는 풍향․풍속 데이터 분석이 반드

시 필요하다. 본 논문에 사용된 기상 데이터는 시험

비행장에 설치된 기상데이터 수집 장치에서 2007년

1년 동안 기록된 기상데이터를 사용하였다.

기상데이터의 분석결과 측풍이 활주로 주변의 구

조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Table .2와 같으며, 측

풍은 1.79m/s ~ 18.05m/s의 풍속범위를 가진다.

풍향 %
순간

최대풍속

순간최대

측풍속도

320° 12.39 12.96[m/s] 2.25[m/s]

310° 11.82 12.51[m/s] 4.28[m/s]

190° 8.93 15.02[m/s] 9.66[m/s]

180° 6.05 15.39[m/s] 7.67[m/s]

300° 4.03 8.49[m/s] 4.25[m/s]

250° 3.75 15.36[m/s] 15.13[m/s]

160° 3.17 10.28[m/s] 1.79[m/s]

200° 2.88 15.15[m/s] 11.61[m/s]

270° 2.59 15.26[m/s] 13.21[m/s]

260° 2.59 15.58[m/s] 14.64[m/s]

170° 2.02 7.15[m/s] 2.45[m/s]

290° 0.86 15.47[m/s] 9.94[m/s]

280° 0.86 16.26[m/s] 12.45[m/s]

240° 0.86 18.05[m/s] 18.05[m/s]

230° 0.86 15.81[m/s] 15.57[m/s]

220° 0.86 3.58[m/s] 3.36[m/s]

Table. 2 기상분석표

2.3 수치해석 방법

본 논문은 활주로 주변에 건설된 건물의 주요

단면을 지나는 측풍이 받음각에 미치는 영향을 연

구한 논문이다. 따라서 수치해석에 사용되는 경계조

건에서 측풍의 크기는 Table. 2의 기상 데이터를 바

탕으로 하여 순간 최대 측풍을 5m/s, 10m/s,

15m/s의 3가지 속도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수치해

석은 상용프로그램인 Fluent6.3을 이용하였다. 수치

해석에 사용된 난류모델은  모델을 사용하였

으며, 해석결과는 Fig. 10 ~ Fig. 30에 나타내었다.

2.3 수치해석 결과

Fig. 10에서 Fig. 30까지는 수치해석의 결과이며,

이를 바탕으로 각 건물 section별 와류영역과 활주

로 중앙에서의 높이별 y-방향속도를 구하여 Fig. 31

~ Fig. 34에 나타내었다.

Fig. 31은 각 section별 와류영역으로 활주로의 중

앙선에서 좌로 최대 50.8m 떨어져 있고 우측으로

최대 33m 떨어져 있다. 특히 Section-4를 제외한 대

부분의 Section은 높이차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와류영역의 넓이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

히 와류영역이 가장 작게 나타난 Section-1과

Section-6은 다른 구조물과는 다르게 측풍의 강도가

변하더라도 와류구역의 변화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건물지붕의 형상과 fence나

gap같은 구조물에 의해 난류가 발생되고 이러한 난

류가 와류영역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32 ~ Fig. 34는 수치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활주로 중앙에서 y-방향의 속도를 높이별로 나타낸

그림이다. y-방향의 속도는 와류영역과 관계가 깊으

며, 세스나 172의 경우 접근속도가 약 65knot 임을

고려할 때[8] 각 높이별로 가장 큰 y-방향 속도를

받음각 감소량으로 변환하여 살펴보면 Table .3과

같다.

풍속 높이
Section

최소값 최대값

5m/s

5m
Section-1 Section-4

0.22° 0.71°

10m
Section-1 Sectin-4

0.40° 1.30°

15m
Section-1 Section-4

0.50° 1.77°

10m/s

5m
Secton-1 Secton-4

0.42° 1.56°

10m
Section-1 Section-4

0.77° 3.03°

15m
Seciton-1 Section-4

0.96° 4.22°

15m/s

5m
Section-1 Secton-3

0.72° 2.70°

10m
Section-1 Section-3

1.30° 4.95°

15m
Section-1 Section-3

1.63° 6.77°

Table. 3 받음각 감소량

측풍이 5m/s인 경우 최대 1.77°, 10m/s인 경우

최대 4.22°, 15m/s인 경우 최대 6.77° 까지 받음각

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받음각의 감소는 곧 양

력감소로 이어지게 되고 중고도 무인기와 같은 소

형 항공기의 경우 이·착륙할 심각한 조종 불능상태

로 빠져 항공기를 추락시킬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유동박리에 의한 y-방향 속도 성분은 내리흐름을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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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시키고 이로 인하여 유도항력이 증가되어 항공기

의 효율을 감소시키게 된다. 대부분의 항공기가 받

음각 10~12°정도에서 최대 양력계수를 가지게 되는

것을 고려해 볼 때 받음각이 최대 6°이상 급격하게

줄어든다는 것은 양력이 반 이상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더욱이 각 Section별로 받음각 감소

현상이 적게는 0.6°에서 크게는 6°이상의 큰 차이를

가지고 있어 항공기 조종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Section-1과 Section-6 경우 받음각 감소효과

가 가장 작게 나타났고 다른 Section과를 다르게 측

풍의 크기가 증가하더라고 받음각 감소의 정도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이유는 측풍의 크

기가 변하더라도 와류영역의 크기가 다른 section에

비하여 큰 변화가 없어 와류에 의한 영향이 활주로

에 적게 미쳤기 때문이다.

Fig. 10 Section-1의 수치해석결과(VS=5m/s)

Fig. 11 Section-1의 수치해석결과(VS=10m/s)

Fig. 12 Section-1의 수치해석결과(VS=15m/s)

Fig. 13 Section-2의 수치해석결과(VS=5m/s)

Fig. 14 Section-2의 수치해석결과(VS=10m/s)

Fig. 15 Section-2의 수치해석결과(VS=15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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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Section-3의 수치해석결과(VS=5m/s)

Fig. 17 Section-3의 수치해석결과(VS=10m/s)

Fig. 18 Section-3의 수치해석결과(VS=15m/s)

Fig. 19 Section-4의 수치해석결과(VS=5m/s)

Fig. 20 Section-4의 수치해석결과(VS=10m/s)

Fig. 21 Section-4의 수치해석결과(VS=15m/s)

Fig. 22 Section-5의 수치해석결과(VS=5m/s)

Fig. 23 Section-5의 수치해석결과(VS=10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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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 Section-5의 수치해석결과(VS=15m/s)

Fig. 25 Section-6의 수치해석결과(VS=5m/s)

Fig. 26 Section-6의 수치해석결과(VS=10m/s)

Fig. 27 Section-6의 수치해석결과(VS=15m/s)

Fig. 28 Section-7의 수치해석결과(VS=5m/s)

Fig. 29 Section-7의 수치해석결과(VS=10m/s)

Fig. 30 Section-7의 수치해석결과(VS=15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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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 Section별 박리영역의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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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 활주로에서 y-방향속도(h=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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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 활주로에서 y-방향속도(h=1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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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 활주로 y-방향속도(h=15m)

3. 결 론

본 연구는 활주로 주변 건물을 지나는 유동이

이․착륙 항공기의 받음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활주로 주변을 지나는 측풍에 의해 발생되는 박

리영역은 지붕의 형상과 높이에 따라 그 영역의 크

기가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지붕의 앞쪽에 fence

나 gap이 존재할 경우 이로 인하여 난류가 발생되

어 박리영역이 크게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박리영역으로 인하여 활주로에는 y-방향 속도성

분이 존재하게 되고 이러한 속도성분은 받음각 감

소의 효과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 이용된 활주로의

경우 전산수치해석상 측풍의 강도에 따라 최소

0.22°에서 최대 6.77°의 받음각 감소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각 Section별로 큰 편차를 보

이게 되어 무인 항공기와 같이 크기가 작은 항공기

의 경우 조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무인항공기의 비행시험에서 항공기가

약간의 기상변화에 급격한 조종 불능상태에 빠져

자동조종으로는 조종이 불가능하게 되는 문제점으

로부터 시작되었다. 앞으로의 연구방향은 활주로 주

변의 지형과 건물을 3차원으로 모사하고 실제건물

의 위치와 형태에 따라 활주로 주변 건물을 지나는

유동이 이․착륙중인 항공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대한 연구가 계속 진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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