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論文

활주로 주변에 설치된 fence로 인한

Ground Turbulence의 감소 대한 연구

신동진*, 홍교영**, 김영인***

A study on the reduction in Ground Turbulence by the fence

in the vicinity of airport runway

Dong-Jin Sheen*, Gyo-Young Hong**, Young-In Kim***

ABSTRACT

This paper presents the work being carried out in order to reduce the ground turbulence by

the fence in the vicinity of airport runway. In preliminary study, we knows that cross-wind

effect in the vicinity of runway is highly dependent on the shape of the buildings and have

predicted results confirmed reduction of wind-effect by doing that set up the building with a

fence, terraced shape or gap. This study is to figure out effect of ground turbulence by the

building with fence, which is changing fence height, in using two-dimensional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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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비행장 주변의 기상현상으로는 측풍, 돌풍,

windshear 등 여러 가지 현상이 있으며, 이러한 기

상현상에 의해서 이착륙하는 항공기가 큰 위험에

빠지기도 한다. 특히 경량 항공기와 중․소형 무인

항공기와 같이 크기가 작고 조종이 민감한 항공기

일수록 이러한 유동현상에 큰 영향을 받아 이착륙

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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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러나 이러한 측풍 풍속의

기준을 정하는 풍속계는 개활지에 설치하기 때문

에 활주로 주변 구조물에 대한 영향을 측정할 수

없다. 특히 무인항공기와 같은 소형 항공기의 경우

개활지에서 측정된 측풍 데이터를 기초로 이착륙을

시도하다 주변 건축물에 의해 발생되는 유동현상에

의해 항공기의 제어가 불가능해져 큰 위험에 빠진

사례도 있다.

본 연구는 활주로 주변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유동현상 중에서 측풍이 활주로 주변 시설물로 불

어올 때 측풍과 주변시설물로 인하여 활주로에 발

생되는 ground turbulence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키

려는 연구의 한 부분이다. 본 연구에 앞선 선행연구

에서 건물의 형상과 높이에 따라 발생되는 ground

turbulence의 특성이 크게 상이하였음을 알 수 있었

고, 이러한 특성 중에서 fence나 계단형상 등을 활

주로 주변 시설물에 설치할 경우 ground

turbulence를 효과적으로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

측 되었다.6)

따라서 선행연구를 기초로 실제 활주로에 설치되

어 있는 주변 시설물 중에서 ground turbulenc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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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시설물을 선택하고 시설물

전방 상단에 fence를 설치하여, fence의 높이 변화에

따른 활주로상의 ground turbulence 변화를 2차원

수치해석을 통하여 연구하였다.

Ⅱ. 본 론

2.1 수치모형과 계산격자

본 연구에 사용된 비행장 모델은 Fig. 1 및 Fig. 2

와 같으며, 활주로의 길이는 1,200m급이고, 격납고

및 관제탑 그리고 교육시설이 건설되어 있다. 주 활

주로의 위치는 활주로 중앙선이 건물로부터 145m

떨어져 있고 활주로 폭은 25m이며 방향은 15-33 방

향이다.

Fig. 1 시험 비행장 전경

Fig. 2 비행장 활주로의 위치와 구조물

2차원 수치해석에 사용된 활주로 시설물 단면과

설치된 fence의 형상을 Fig. 3에 나타내었다.

시설물 단면의 제원은 선행연구에서 ground

turbulence가 가장 크게 발생된 단면으로 높이가

15.4m, 폭이 22m인 직사각형 형태의 단면이다.

Fence의 제원은 폭을 10cm로 고정시키고 0.25m

에서 1.5m까지 0.25m간격의 높이로 증가시켜가며

계산격자를 구성하였다. Fig. 4는 계산격자의 형상을

나타낸 그림으로 격자의 종류는 삼각격자를 사용하

였으며, 각 수치모델의 모형명칭과 계산격자수는

Table. 1과 같다.

Fig. 3 시설물 및 Fence의 제원

Table. 1에서 계산 격자수가 각 모형마다 다르게

나타난 것은 모델링형상과 수치해석상 adaption기법

에 의해 나타난 결과이다.

Fig. 4 계산격자의 구성

모형명칭 Fence
높이

계산격자의 갯수

Cell Faces Nodes

기본모형 0 188,152 296,800 108,649

F0.25 0.25m 554,471 865,986 311,516

F0.50 0.50m 529,415 875,063 345,649

F0.75 0.75m 587,151 862,151 375,001

F1.00 1.00m 565,917 876,940 311,024

F1.25 1.25m 570,836 884,625 313,790

F1.50 1.50m 573,839 889,329 315,491

Table. 1 구조물 단면의 명칭 및 계산격자의 개수

2.2 기상 데이터 분석

본 논문은 측풍에 의해 발생되는 ground

turbulence에 대한 연구이다 따라서 시험 비행장 에

불어오는 풍향․풍속 데이터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

며 본 연구에 사용한 기상 데이터는 시험 비행장에

설치된 기상데이터 수집 장치에서 2007년, 1년 동안

기록된 기상 데이터를 사용하여 풍향과 풍속을 분

석하였다.

기상데이터의 분석결과 측풍이 활주로 주변의 구

조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Table. 2와 같으며, 순

간 최대 풍속은 약 3.28m/s ~ 18.05m/s의 범위를

가지며, 이를 활주로 주변 시설물에 대하여 수직으

로 불어오는 측풍으로 환산할 경우 최소 1.79m/s에

서 최대 18.05m/s의 측풍 범위를 가진다. 따라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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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해석 시에 입구속도 조건을 5m/s와 10m/s 그리

고 15m/s의 3가지 조건으로 수치해석을 수행하였

다.

풍향 %
순간

최대풍속[m/s]

최대

측풍속도[m/s]

320° 12.39 12.96 2.25

310° 11.82 12.51 4.28

190° 8.93 15.02 9.66

180° 6.05 15.39 7.67

300° 4.03 8.49 4.25

250° 3.75 15.36 15.13

160° 3.17 10.28 1.79

200° 2.88 15.15 11.61

270° 2.59 15.26 13.21

260° 2.59 15.58 14.64

170° 2.02 7.15 2.45

290° 0.86 15.47 9.94

280° 0.86 16.26 12.45

240° 0.86 18.05 18.05

230° 0.86 15.81 15.57

220° 0.86 3.58 3.36

Table. 2 기상분석표

2.3 수치해석 방법

수치해석은 상용프로그램인 Fluent 6.3을 사용하

여 2차원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경계조건으로는

velocity inlet과 pressure outlet을 사용하였으며,

velocity inlet의 조건으로 Table.2의 기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입구속도를 5m/s, 10m/s 그리고 15m/s

의 3가지를 사용하였다. Fence의 높이는 0.25m 간격

으로 0.25m ~ 1.5m까지 변화시켰으며, 기본모형을

포함하여 총 21가지 종류의 모델에 대하여 수치해

석을 수행하였다.

사용된 난류모델은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난

류모델의 수송방정식은 식(1) 및 식(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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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1)과 식(2)에서   



이고 는 평균속도구

배에 의한 난류운동에너지, 는 부력에 의한 난류운

동에너지 그리고     은 상수이며,  은 

와 에 대한 난류 Prandtl number이다.

수치해석에 사용된 하드웨어는 Intel(R) i7 CPU

920에 12Gbyte 메모리를 장착한 하드웨어이며, 4개

의 core로 multi-processing 기법으로 해석하다.

CPU time은 수치모형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

만 약 1,800초 정도 사용되었다.

2.4 수치해석 결과

Fig. 5에서 Fig. 25까지는 Fluent 6.3의 후처리 결

과를 나타낸 그림으로 각 시험모형에 측풍의 크기

변화에 따른 압력분포, 속도벡터 그리고 y방향 속도

분포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림의 중앙에 보이는 실

선은 활주로의 중앙선의 위치를 나타낸 선이다.

Fluent 6.3의 후처리 결과의 분석은 Fig.26에서

Fig. 32까지 나타내었으며, 기본모형과 fence를 설치

한 모형이 활주로에 미치는 ground turbulence를 조

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Fig. 26은 최소 정압의 발생위치를 활주로의 중앙

선을 기준으로 나타낸 그래프이다. Fence의 높이가

약 0.25 ~ 0.5m일 경우 최소 정압지점이 활주 중앙

선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fence를 설치한 모든 경우 기본모형에 비하여

최소 정압의 위치가 약 2배 이상 더 멀리 활주로로

부터 떨어져 있으며 측풍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더

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설치된

fence에 의해 건물 상단에 1차 저압구역이 형성된

영향으로 판단된다.

Fig. 27은 활주로 중앙선에서 정압의 크기를 나타

낸 그림이다. Fence의 높이가 0.25m ~ 0.5m 사이

값을 가질 때 정압의 크기가 가장 작으며, 측풍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기본모형과 그 값의 크기가 급

격하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Fig. 28은 전산수치해석의 속도벡터와 속도분포

결과를 이용하여 활주로의 중앙선에서부터 후류 영

역까지의 거리를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fence의 높이가 0.25m에서 0.5m 사이를 가

질 때 후류영역이 활주로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 즉 후류영역의 범위가 가장 작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며, fence를 설치하지 않은 기본모형에

비하여 후류영역이 약 10배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후류영역이 작을수록 활주로에서 발생될 수 있는

ground turbulence를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fence를 설치한 모형이 활주로에서 발생될 수 있는

ground turbulence를 상당히 감소시킬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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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이와 같이 후류영역이 크게 감소하는 이유는

건물의 길이를 특성 길이로 보았을 때 건물을 지나

는 흐름에 대한 Reynolds 수가 풍속에 따라 최저

753,000 에서 최대 2,259,000정도 값을 가진다. 즉

풍속이 10m/s 이하의 경우 건물 전체가 천이영역이

며, 15m/s 이상의 풍속에서는 건물의 끝단 근처에

서 난류부분이 시작되는 유동특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겠다. 따라서 건물의 전면부분에 fence를 설치

하면 시설물의 전방에서부터 난류를 유발시켜 저압

구역을 줄이고 후류 영역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생

각된다. 이런 현상은 활주로 상에 나타는 난류강도

를 계산해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Fig. 29에서 Fig. 31까지는 측풍이 5m/s, 10m/s

그리고 15m/s로 불어올 때 활주로 중앙에서 높이변

화에 따른 y 방향 속도를 나타내는 그림이다. y방향

의 속도는 활주로를 이착륙하는 항공기의 받음각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측풍의 속도변화에 따라 그 변

화의 폭이 작을수록 좋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fence를 설치한 모형이 기본모형에 비하여 y방향 속

도가 크게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측풍이 5m/s인 경

우 fence의 높이가 0.25m인 모형을 제외하면 y방향

의 속도 증가치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측풍이

10m/s 이상으로 강하게 불어오는 경우 fence의 높

이가 0.5m인 모형의 y 방향의 속도증가량의 변화가

가장 적게 나타나는 경형을 보인다. 또한 Fig 29에

서 Fig. 31의 전체적인 그래프의 경향을 살펴보면

지상에서 약 35m까지는 y방향 속도가 거의 선형적

으로 감소하다 고도 35m를 지나면서 증가하는 현상

이 발생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기본모형의 y방

향 속도 감소량이 가장 급격하게 변화하는 고도

35m까지 y방향의 속도변화를 선형적으로 나타낸 그

림이 Fig. 32이다. Fig. 32에 사용된 모형은 측풍 풍

속별로 그 성능이 양호한 F1.00, F0.50모형을 기본모

형과 비교하였으며, Table. 3은 Fig. 32의 선형화 그

래프의 각종 변수를 정리한 것이다.

Table. 3에서 알 수 있듯이 기본모형에 비하여

fence를 설치한 모형의 기울기와 절편이 크게 감소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Fence를 기본모형에 설치

할 경우 y방향 속도 기울기의 감소효과는 기본모형

에 비하여 평균 약 113% 감소효과를 가져온다. 특

히 fence를 설치한 모형의 경우 고도가 약 35m이상

인 경우는 y방향의 속도변화가 거의 발생되지 않고

일정한 값을 가지기 때문에 중․소형 무인항공기가

활주로 중앙선을 따라 고도 35m이상을 비행하더라

도 받음각 감소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행안정성의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속도 모형 기울기 절편
기울기 Er.

절편 Er.

5m/s

기본모형 -0.03206 -0.14689
0.0024

0.04664

F1.00 -0.00918 0.00487
5.16E-4

0.01004

10m/s

기본모형 -0.06064 -0.5079
0.00648

0.12623

F0.50 -0.00523 -0.11337
0.0014

0.02717

15m/s

기본모형 -0.14314 -0.81669
0.02118

0.41239

F0.50 -0.0014 -0.32008
0.00213

0.04141

Table. 3 y방향속도 선형그래프 변수

y방향의 속도변화는 이착륙하는 비행기의 받음각

을 변화시키는데 이러한 최대 받음각 변화 값을

Table. 4에 나타내었다. 여기서 y방향 속도성분에

의해 발생되는 받음각 변화 값은 식(3)에 의해 결정

되며 여기서 는 측풍에 의해 발생되는 y방향 속

도이며, 는 항공기의 활주로 접근속도이다.

  tan 

  (3)

Table. 4의 경우 접근속도의 선정을 시험비행장에

서 운영하고 있는 경량 항공기인 유로스타의 실속

속도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유로스타의 실속속도가

약 31노트이므로 접근속도는 실속속도의 1.3배인 약

20.7m/s가 된다.8,9)

풍속 기본
모형

Fence
설치모형

Fence
높이 효과(%)

5m/s -2.94° -0.87° h=1.0m 70.41

10m/s -6.13° -0.81° h=0.5m 86.79

15m/s -12.5° -1.14° h=0.5m 90.9

Table. 4 최대 받음각 변화량

Table. 4에서 알 수 있듯이 측풍의 속도가 증가할

수록 받음각 감소의 크기는 크게 증가하지만 fence

를 설치한 경우 평균 80%이상 받음각 감소 현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순간 측풍이 15m/s

로 불 때 기본모형에 의해 발생되는 최대 받음각

감소각이 약 -12.5°가 되어 항공기를 순간 실속에

빠지게 할 수 있지만, 0.5m 높이를 가진 fence를 기

본모형 상단 전방에 설치할 경우 -1.14° 정도 최대

받음각 감소현상만 나타나기 때문에 ground

turbulence로 인한 불안한 이착륙 성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비행장에 측풍이 발생하여 활주로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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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영향으로 활주로 상에 ground turbulence

가 발생할 경우, 주변 시설물의 형상에 따라 그 영

향이 다를 수 있지만 선행연구에서 가장 크게 영향

을 미쳤던 기본모형에 fence를 설치하면 fence에 의

해 1차 저압구역이 형성되고 이로 인하여 활주로

상에 발생되던 최소정압 구역의 위치를 활주로로부

터 멀리 떨어지게 할 수 있었다. 또한 최소 정압의

크기도 10m/s 이상의 측풍에서는 fence에 의해 평

균 4배 정도 감소시킬 수 있었으며 활주로 중앙에

서 측정된 wake 영역의 위치도 활주로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할 수 있었다. 특히 fence의 높이가 0.25m

~ 0.5m 정도에서 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이

와 같이 wake 영역이 감소하는 이유는 기본모형이

불어오는 측풍에 대하여 대부분 천이영역에 놓이게

되지만 fence를 적당한 높이로 설치할 경우 이곳을

지나는 유동이 난류로 변하게 되고 공급된 난류 에

너지에 의해 wake의 범위나, 최소 정압의 크기 등

이 크게 변화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기본모형의 y방향의 속도 성분을 활주로 중

앙선을 중심으로 고도변화에 따라 측정한 결과, 지

상에서 약 35m 높이까지는 선형적으로 급격하게 증

가하고 고도 35m 높이를 기점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fence를 설치한 모형의 경우,

고도에 따른 y방향의 속도 기울기를 평균 113% 감

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측풍에 의해 발생되는 y방향 속도성분을 받음각

감소량으로 환산할 경우 기본모형에 비하여 fence를

설치한 모형이 받음각 감소량을 평균 80% 이상 줄

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다. 순간 측풍이 15m/s의

경우에는 기본모형에 의해 발생되는 최대 받음각

감소량이 약 12° 정도가 되어 항공기를 순간 실속에

빠지게 할 수 있지만, 0.5m 높이를 가진 fence를 기

본모형 상단 전방에 설치할 경우에는 받음각 감소

량의 크기가 약 1° 정도로 작기 때문에 ground

turbulence로 인한 항공기 이착륙의 불안정성을 감

소시킬 수 있다.

Fig. 5 기본모형의 수치해석 결과(V=5m/s)

Fig. 6 기본모형의 수치해석 결과(V=10m/s)

Fig. 7 기본모형의 수치해석 결과(V=15m/s)

Fig. 8 F0.25모형의 수치해석 결과(V=5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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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F0.25모형의 수치해석 결과(V=10m/s)

Fig. 10 F0.25모형의 수치해석 결과(V=15m/s)

Fig. 11 F0.50모형의 수치해석 결과(V=5m/s)

Fig. 12 F0.50모형의 수치해석 결과(V=10m/s)

Fig. 13 F0.50모형의 수치해석 결과(V=15m/s)

Fig. 14 F0.75모형의 수치해석 결과(V=5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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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F0.75모형의 수치해석 결과(V=10m/s)

Fig. 16 F0.75모형의 수치해석 결과(V=15m/s)

Fig. 17 F1.00모형의 수치해석 결과(V=5m/s)

Fig. 18 F1.00모형의 수치해석 결과(V=10m/s)

Fig. 19 F1.00모형의 수치해석 결과(V=15m/s)

Fig. 20 F1.25모형의 수치해석 결과(V=5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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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F1.25모형의 수치해석 결과(V=10m/s)

Fig. 22 F1.25모형의 수치해석 결과(V=15m/s)

Fig. 23 F1.50모형의 수치해석 결과(V=5m/s)

Fig. 24 F1.50모형의 수치해석 결과(V=10m/s)

Fig. 25 F1.50모형의 수치해석 결과(V=15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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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6 최소 정압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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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7 활주로 중앙에서 정압의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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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8 활주로 중앙에서 후류영역까지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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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9 활주로 중앙에서 y방향 속도(V=5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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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0 활주로 중앙에서 y방향 속도(V=10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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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 활주로 중앙에서 y방향 속도(V=15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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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 활주로 중앙에서 y방향 속도 기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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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론

본 연구는 활주로 주변 건물에서 발생되는

ground turbulence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려는 연

구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활주로 주변 시설물에 측풍이 발생할 경우, 주변

시설물에 의해 활주로 상에 ground turbulence가

발생할 수 있지만, 시설물 상단 전방에 fence를 설

치하여 유동현상을 바꾸어 줌으로써 활주로 상에

ground turbulence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으며 이

는 중․소형 항공기 및 무인항공기가 활주로 중앙

선을 따라 고도 35m 이내에서 비행하더라도 받음

각 감소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안한 비행안정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까지 활주로 주변 건물에 의해 발생되는

ground turbulence를 직접적인 방법으로 감소시키

려는 연구는 부족한 상황으로, 현재 풍동실험 모델

과 3차원 수치해석을 이용하여 ground turbulence

를 좀 더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연구가 진

행 중에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가 끝나면 실제 비

행시험을 통하여 비교분석하는 연구가 계속 진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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