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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suggested practical application of climate design on apartment complex with the focus on the use of Cold

Air Flow and green building design method. The domestic research on the wind path analysis has been associated

since the early 21th century in urban planning and site planning, this initiative study aimed to mitigate the urban heat

island effect and to promote the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It is, however, mostly focused on the flow analysis and heat flow in the urban context, due to the poor application

of the wind path analysis in actual planning and design. Special attention is paid to the possibilities of identifying and

developing the application methods in relation to Cold Air Flow and building design.

This study examined these relations and suggested some trenchant approach to a more comprehensive and efficient

use of the wind flow analysis in climate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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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H. D. Daly는 인간계와 자연계 간의 지속가능한 발전

을 위해 상호간의 생산과 수급, 사용과 폐기간의 균형을

지속가능 효율(Sustainable Performance)라고 규명하고

이를 경제적 논리로 해석하고 있다.1)

이러한 생태 경제학적인 논리는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

이라는 전제로 인간의 거주쾌적성을 위해 전통적으로 사

용되었던 화석에너지를 지양하고 자립형 에너지공급체계

를 구축하려는 노력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특

히 대상지역의 기후환경에 순응하고 개발이전의 생태적

기능성을 재현할 수 있는 수동형 건축설계기법인 기후디

자인(Climate Design)은 지속가능 효율측면에서 매우 긍

정적인 건축적 적용방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기후디자인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생태건축에 있어 기

후디자인요소를 환경조절방법의 최우선 선행기술로 규명

하여 개념과 구현방법 등을 기술하였고 (윤종호 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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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erman. E. Daly, Joshua Farley, Ecological Economics, Island

press, 2003

버나큘러 주거의 기후순응방법을 정리하여 대상지 기후

조건에 대응하는 재료, 형태, 구조, 에너지조절 측면을 정

리하였다.(오세규 외 2009)

보다 효과적인 기후디자인 적용을 위해 대상지의 기후

환경을 정량적으로 해석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일반적인

기후분석 외에 도시열섬효과, 도심미기후와 관련한 바람

길 분석은 단지단위 친환경설계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특히 바람길은 해당지역의 건물 형상이나 배치형태 등

의 고정적 요인 뿐 아니라 기상학적 조건 등의 가변적

요인에 따라서도 변화하는 데 바람길 변화분석을 통하여

대상지역의 대기오염을 원천적으로 최소화 할 수 있다.

인공 구조물이 조밀하게 분포하는 도시지역의 쾌적한 대

기환경을 위한 바람길 조성은 최근 들어 많이 주목을 받

고 있는 추세이다. (주현수 외 2006)

주거동 배치유형에 있어 판상형, 평행, 격자형의 배치

유형보다 탑상형, 점배치 유형이 단지단위 환기, 대기온

도 저감에 유리하며,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의 불투수성

포장재에 비해 자연토양, 수공간, 지피류 피복시 풍환경

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손경수 2008) 기존 바람길 연구

경향을 미루어 본 결과 도시 및 단지단위의 기류분석과

열유동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고 분석결과의 친환경

설계 반영 및 기존 친환경설계기법과 연동방안 등 보다

구체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는 아직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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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대상지 CFD 해석 영역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후, 지형 및 바람길 분석으로

산출되는 냉기류와 수동형 건축설계기법인 기후디자인과

의 상호관계를 규명하고 구체적으로 기후디자인 요소로

해석될 수 있는 건물입면경사도가 해당건물의 계절별 태

양복사부하조절과 실내오염농도저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2. 대상지 현황분석

분석대상지역은 현재 공사 예정 중에 있는 경기도 김

포시 한강신도시 개발지구 내 10 블록 H 공동주택단지로

대지면적 42,477.00㎡, 건축면적 6,736.74㎡으로 탑상형 4

동과 판상형 3동이 혼합 배치되어 있으며 상부 3동의 탑

상형 공동주택 아래에 지하 주차장이 위치할 예정이다.

지하주차장은 총 49,181.03㎡의 시설면적 내에 1,397 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으며 3개의 지하층으로 나뉜다.

그림 1. 대상지 마스터플랜

2.1 주변지형분석

대상지역은 대체로 평탄한 데 북동쪽으로는 한강이 위

치하고 남서쪽으로는 낮은 산지로 형성되어있다. 북동쪽

의 한강은 연중 폭넓은 수면을 통해 야간에 주변 지역과

의 열용량 차이로 인하여 국지순환풍을 유발할 소지가

많다. 또한 남서쪽의 낮은 산지에서는 야간에 냉기류가

형성되어 대상지역으로 유입될 수 있으며 바람이 약해서

대기가 정체되는 시점, 곧 대기오염과 열섬현상이 심해지

는 조건에서 이러한 국지순환풍은 현저하게 발달한다. 대

상지역에서 동서 및 남북방향으로 10km 범위의 지형분포

는 그림 2와 같다. x축은 동서방향이며, y축은 남북방향

이다. +y는 정북에 해당한다. 각 축의 단위는 m 이다.

2.2 기후분석

대상지 기후분석을 위한 기후자료는 DOE2)에서 제공하

는 IWEC3)을 적용하였으며 국내데이터 중 대상지인 경기

도 김포와 가장 인접한 인천지역(Inchon 471120 IWEC)을

선택하였다. 종합적 기후분석을 위해 Ecotect Analysis를

사용하였으며 이를 위해 IWEC 자료를 자체 기후파일4)로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국내 기후는 해안과 내륙지방의 차이가 크

며 대상지 기후조건을 분석한 결과 연강수량의 50% 이상

이 집중되는 7〜9월에 지속적인 산란태양복사량을 유지

하였으나 상대적인 전운량의 증가로 인하여 직접태양복

사량 감소를 보였다. 따라서 일조조건이 양호한 1월과 집

중우기인 7, 8월의 일일태양복사량은 500 Wh/㎡ 내외의

근소한 차이를 보여 겨울철 태양복사활용과 상대적으로

감소추이를 보이는 여름철 태양복사에 대응하는 능동형,

수동형 건축기법적용의 고려가 필요하다.

2) DOE: U.S. Department of Energy

3) IWEC: International Weather for Energy Calculation

4) wea : Ecotect Analysis Weather Data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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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주간 산란 태양복사, 직달 태양복사, 전운량 분포도5)

표 1. 인천지역 평균기온 및 일일태양복사6)

월 평균기온(°C) 일일태양복사(Wh/㎡)

1 -2.1 3223

2 -0.3 4065

3 4.8 4427

4 10.8 5368

5 15.8 5401

6 20.5 5271

7 23.5 3773

8 24.9 3776

9 20.7 3888

10 14.4 3708

11 7.5 3023

12 1.2 2473

반면 풍분석을 통한 바람의 빈도는 2.7〜4.1 m/s의 북

서풍이 년간 3.6%, 그리고 4.1〜5.5 m/s의 정남풍이 년간

3.3%을 차지하여 향에 대한 일정한 패턴을 보이지 않는

다. 공기온도 5°C 미만의 바람이 북서쪽에 집중해 있으며

25°C 이상의 바람은 북동에서 남서향까지 고르게 분포하

고 있다. 따라서 대상지 내의 기류의 절대적인 향을 파악

하기 어려우며 주변지형에 의해 형성되는 향이 일정한

국지순환풍을 산출하여 단지 내 기류의 흐름을 분석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바람길 해석으로 생각된다.

5) Inchon 471120 IWEC를 WEA으로 형식변환 후 결과물

6) Inchon 471120 IWEC data

그림 4. 바람빈도 및 공기온도 분포도7)

3. CFD 모델을 이용한 Cold Air Flow 분석

3.1 Cold Air Flow의 정의 및 개요

국지순환풍은 주변 지형에 의해서 형성되므로 풍향이

대체로 일정하고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 향이

고르지 않은 일반 기류와 달리 지속적인 향을 지니는 국

지순환풍을 산출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인 대상지역의 바

람길 패턴을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기류는 대체적으로

청정한 산지에서 생성되어 오염물질이 적고, 복사냉각에

의해 형성되기 때문에 여름철 주변공기보다 차갑다. 대상

단지의 대기오염을 저감하고 열섬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서 이러한 바람의 흐름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

다. 일몰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산지에서 분석대상지

역으로 유입되는 냉기류의 량과 유입속도 및 깊이를

CFD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한 CFD 모델은 유한차분법에 근거한

수치해석 코드로서, 공간과 시간에 대해서는 각각 2차 및

3차 정확도를 지닌다(김석철, 2003; 심우섭 외, 2005; 주

현수, 김석철, 2009). 난류모델로는 LES (Smagorinsky,

1963)를 적용하였고, 지형요소 및 건물요소에 대해서는

7) Inchon 471120 IWEC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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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일몰 후 시간경과에 따른 연직풍속분포

(일몰 후 10분, 일몰 후 60분, 일몰 후 110분)

가상경계기법(Peskin, 1977)을 적용하였다. 지면 혹은 건

물면의 복사냉각에 의한 밀도류를 계산하기 위해서 기류

의 운동방정식(Navier-Stokes 방정식)과 연계하여 에너지

방정식 그리고 복사열전달 방정식을 CFD 모델을 사용하

여 수치해석적인 방법으로 계산하였다. 지면 혹은 건물

면과 공기층 사이에 열전달은 피복재료의 평균 알베도와

관련 열전달 특성을 매개변수로 유동해석 시에 고려되도

록 모델시스템을 구성하였다.

일반적으로 광역규모의 풍속이 약하고 정체된 조건하

에서 냉기류는 활발하게 발달하는데 이러한 조건에 대해

서 CFD 모델을 이용하여 냉기류 흐름을 분석하였다.

CFD 분석 결과는 일몰 후 2시간 동안의 10분 평균값으

로 산정되었다. 냉기류는 지면의 복사냉각이 진행되면서

인접한 공기층의 온도가 하강함에 따라 밀도가 증가하여

낮은 곳으로 공기덩어리가 스스로 움직이면서 점차 강하

게 발달한다. CFD 모델링 초기조건으로 모든 위치에서

속도는 “0”이고, 온도는 등온이다. 냉기류의 발달패턴을

분석하기 수행한 CFD 광역 모델링에서 측면 경계조건은

개방압력조건(open pressure condition)을 적용하였고, 상

부면 경계조건으로는 미끄러짐 속도조건(slip velocity

condition)을 적용하였다. 지면과 수체 면에서는 점착속도

조건(no slip velocity condition)을 적용하였다.

3.2 냉기류(Cold Air Flow) 분석 결과

CFD 분석 결과로 분석대상지역의 풍속의 연직분포를

그림 5에 나타냈다. 일몰 후 10분, 60분, 110분 후의 결과

이다. u, v, w는 각각 x(동서방향), y(남북방향), z(연직방

향) 축으로의 풍속성분이며, S는 풍속의 크기를 나타낸

다. 시간에 따른 연직분포의 변화에서 지면 근처에 강하

게 형성되는 냉기류가 나타난다. 일몰 후, 지면에서 복사

냉각이 시작되면서 찬 공기의 흐름이 만들어지기 시작하

는데, 처음에는 공기층의 밀도변화가 크지 않기 때문에

풍속이 낮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냉기류가 점차 강해지

고 냉기류 층도 깊어진다. 현재의 모델링 조건 하에서 일

몰 후 110분이 경과한 즈음에는 거의 최대 점에 도달하

여 일출까지 그 상태가 유지된다. 완전히 발달한 냉기류

의 연직분포를 보면, 지면에서 지상고도 70m까지는 풍속

이 개략 0.5m/s로 거의 일정하고, 그 이상의 고도에서는

고도가 증가함에 따라 풍속이 급격히 감소하여 고도

100m 이상에서는 공기의 움직임의 매우 미약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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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일몰 후 시간경과에 따른 냉기풍량과 풍속벡터

(일몰 후 10분, 일몰 후 60분, 일몰 후 110분)

나타난다. 즉, 공기덩어리가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는 찬

공기층의 높이는 70m정도인 것을 알 수 있다.

수평적인 찬공기 흐름패턴을 그림 6에 나타내었다. 그

림 6에서 중앙 상단에 위치한 검은 선의 다각형 영역이

분석대상지역을 나타내고 있으며, 일몰 후 10분, 60분,

110분 후의 냉기풍량과 풍속벡터를 나타낸 것이다. 일몰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석대상지역으로 유입되는 냉기

류의 량과 유입속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

에서 연두색 선은 유선(streamline)으로 분석대상지역을

통과하는 냉기류의 생성위치와 이동경로를 가시화한 것

이다. 적색 화살표는 풍속벡터이다.

그림 6에서 냉기풍량(Hc, [m
3
/s·m])은 다음의 식으로

계산하였다.

Hc   V ind dz
여기서 Vind는 지면 냉각에 의해 발생하는 냉기류의 속

력으로 위치 및 시간에 따라 값이 변화한다. 본 연구에서

는 지면냉각 효과가 충분히 반영된 일몰 후 110분 후의

결과를 바탕으로 최대 냉기풍량, 곧 완전히 발달된 조건

의 냉기풍량을 산정하였다. 대상공간에 대한 냉기 유입량

과 환기횟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대상공간의 체적을 정

의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대상공간의 체적은 분석대상지

역의 경계선 내부의 지상고도 90m까지로 정의하였다.

그림7과 같이 부대복리시설과 근린생활시설 등 단층

건물 2동을 제외하면 주동 7동의 높이는 비슷하다. 단지

주변으로 분석영역을 재설정하고 CFD 모델을 적용하여

건물배치에 따른 냉기류 변화를 세밀하게 분석하였다. 입

구경계조건은 냉기류에 대한 광역모델링 결과로부터 속

도조건을 설정하였다. 그림 6에서 냉기류가 완전히 발달

된 조건 하에서 단지로 유입되는 냉기류는 거의 남풍이

다. 일몰 후 110분 이후의 광역 풍속 모델링결과를 고해

상도 격자계로 해당경계에서 보간하여 3차원 순간풍속

성분을 적용하였다. 입구풍속의 시간해상도는 광역모델링

결과와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그 결과로 무시되는 풍속변

동의 고주파 신호에 대해서는 별도의 성분을 인위적으로

생성하여 보충하지는 않았다. 측면과 상부면에서는 미끄

러짐 속도조건을 적용하였고, 출구에서는 개방압력조건을

적용하였다. 지면과 건물면에서는 점착속도조건을 적용하

였다. 냉각된 건물면과 지면(평지)에 의한 열전달 프로세

스가 단지내부로 유입된 냉기류의 모멘텀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간주하여, 여기서는 에너지 방정식

과 복사열전달 방정식은 무시하고 운동방정식만을 해석

하였다.

주변지형을 통해 형성되는 냉기류 흐름이 건물배치로

인해 단지 내에서 단절되거나 정체구간이 생기지 않는지

검토하였다. 그림 8과 그림 9는 지상고도 10m에서 풍속

분포를 표현한 것으로 단지로 유입된 냉기류가 원활하게

주동 사이 공간을 통과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풍상

측에 위치한 건물 사이 공간에서 풍속이 증가하는 현상

이 두드러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건물로 인해 유

동단면적이 줄어들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건물이 높을수

록 현저해진다. 단지 외곽의 양측 면에서 풍속이 높게 나

타나는 것은 단지 내에 배치된 건물 저항으로 인해서 냉

기류 흐름 일부가 단지를 우회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CFD 모델의 측면 경계조건에 의해서 기류흐름이 측면경

계를 통하지 못하도록 차단되기 때문에 실제보다 풍속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7. 분석대상지역 내 건물배치 (3D)

그림 8. 분석대상지역에 대한 CFD 기류해석

경계면을 따라 냉기류를 적분하여 대상체적의 냉기 유

입량과 유출량을 계산할 수 있다. 이를 대상공간의 체적

으로 나누면 시간당 환기회수8)가 산출되며 이는 바람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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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영향을 정량적으로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있다.

그림 9. 분석대상지역 환기환경 분석영역

그림 9는 환기회수에 대한 계산영역으로 흰색 점선이

대상 부지의 경계이며 풍향과 세기를 나타내는 기류벡터

를 화살표 형식으로 풍속지도에 중첩하여 표시하였다. 분

석대상지역의 경우 냉기류 유입량은 완전히 발달된 조건

을 기준으로 16,073.77 m
3
/s이 되며 시간당 환기회수로

환산하면 약 16회에 해당한다. 현재 외기에 의한 단지 내

환기회수에 대한 국내규정은 없으나 독일기준에 의하면

시간당 2회 이상이면 양호한 것으로 간주된다.9) 따라서

분석결과 대상지의 바람길은 매우 양호한 것으로 사료되

며 추후 기후디자인 분석모델의 초기평균 유입풍속은 약

0.70m/s로 산출되었다.

4. 기후디자인 프로세스

4.1 기후디자인

인간의 실내거주 쾌적성을 확보하고 실외 환경에 대응

하기위해 설비사용여부에 따라 일반적으로 수동형

(passive) 디자인과 능동형(active) 디자인이 건축에 적용

된다. 건물 내외환경을 좌우하는 가장 기본적인 인자는

기후이며 기후디자인은 건물 설계요소의 적절한 활용과

변형을 통하여 특정기후에 순응하고 지형조건 및 자연에

너지를 활용하여 최소한의 에너지 사용으로 계절별 실내

재실 쾌적성을 유지하는 지속가능한 건축 디자인을 말한

다. 따라서 기후디자인은 대상부지의 기후현황에 대한 객

관적인 이해와 이용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에너지저감형

건축을 추구하는 환경건축설계의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4.2 기후디자인을 고려한 분석모델설정

분석대상모델은 지하주차장과 면한 체력단련 주민편의

시설로서 진북에서 서쪽으로 약 41도 기울여진 입면으로

전방 24층 탑상형 (지붕층 바닥면 기준 건물고 70.1m) 1

동과 25층 판상형(지붕층 바닥면 기준 건물고 70.8m) 3동

이 위치하여 있다. 태양복사에 대응하고 국지순환풍을 통

8) 단위시간당 분석대상공간에 신선한 외부공기가 교체되는 회수

9) VDI, 2003

한 지하주차장 공기오염농도 저감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건물자체가 차양역할을 하는 경사입면을 분석의 기본모

델로 설정하였다.

그림 10. 주민체력단련시설 투시도

태양 투과율은 입면에 대한 입사각(i)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입사각이 87° 이상일 경우 태양 투과율은 0%에

가깝게 된다. 따라서 적절한 경사입면은 효율적인 태양복

사조절기능을 하며 환기 등 다른 기후디자인요소와 연동

가능한 건축요소로 적용가능하다.

그림 11. 경사도에 따른 유리면의 태양복사투과율10)

분석모델은 입면부의 최적일사와 지하주차공간 오염농

도저감 관점에서 최적입면각도를 도출하고자 수직입면에

서 5°단위로 나누어 20°까지 총 5개의 모델을 설정하였

다. 이들 모델 중 천공분포계산을 통한 최적입면경사도는

A, B, C, D, E 총 5개의 모델로 계산하고 오염농도저감

을 위한 최적입면경사도는 계산상 의미 있는 A, C, D 총

3개의 모델을 통하여 산출한다. 이는 기후디자인측면에서

입면의 최적일사량 조절기능과 자연환기측면에서 실내오

염농도 저감효과를 분석하여 최적 건물입면경사각을 유

추하게 된다.

그림 12. 입면경사도에 따른 분석모델

10) Heating, Cooling, Lighting sustainable design method for architects.

N.Lechner P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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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천공분포 (Sky Distribution) 산출

자연채광에 의한 실내 광환경의 객관적인 예측을 위해

서는 직사태양광과 천공상태에 따른 외부조도를 파악하

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천공휘도에 대한 실측값을

계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CIE11) 에서는 계산모

델을 제시하여 이를 산출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일반적으

로 천공의 상태에 따라 담천공의 경우 2,000 cd/㎡에서

청천공의 경우 10,000 cd/㎡로 대기상태, 오염정도, 반사

체 구조물 등 다양한 인자를 통하여 산정된다.

그림 13. CIE천공분포 (청천공, 담천공, 균일)12)

이러한 천공휘도에 대한 분포를 파악함으로써 외부광

환경을 규명할 수 있게 된다. 최초의 비균질 천공휘도분

포에 대한 CIE standard 계산모듈13)은 수평면, 천공지점,

천정간의 각거리를 통하여 휘도분포를 천공유형의 구분

없이 산출할 수 있다.






 sin


 cos

Lγ = 천공지점(sky element) 휘도(단위: cd/㎡)

LZ = 천정(zenith) 휘도(단위: cd/㎡)

γ = 수평면과 천공지점간의 각거리(angular distance, 단위:rad)

Z = 천정과 천공지점간의 각거리, Z = 90° - γ

그림 14. 태양과 천공지점 각도에 대한 정의14)

이를 보완한 ISO/CIE 모델은 총 6개 그룹 15가지의 천

공휘도분포유형에 따라 휘도분포비를 산출하도록 하였고

국제표준화15)하여 운용되고 있다.

11) CIE: 국제조명협회 Commission International de l’Eclairage

12) Autodesk Ecotect Daylighting Technical Background

13) CIE standard for the luminance distribution on the overcast sky,

Moon and Spencer, 1942

14) ISO 15469:2003(E) - Spatial Distribution of Daylight - CIE Standard

General Sky

15) ISO 15469:2003(E) - Spatial Distribution of Daylight - CIE Standard

General 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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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휘도분포에 대한 표준 매개변수 예16)

유형 a b c d e 휘도분포 정의

1 4 -0.7 0 -1.0 0
CIE Standard

Overcast Sky

5 0 -1.0 0 -1.0 0
Sky of uniform

luminance

12 -1 -0.32 10 -3.0 0.45
CIE Standard Clear

Sky 저휘도 흐린날씨

13 -1 -0.32 16 -3.0 0.45
CIE Standard Clear

Sky 대기오염상태

아파트단지 내에 위치한 대상건물입면의 현실적인 일

사영향을 계산하기 위해 Ecotect Analysis를 사용하였다.

일사를 차폐하는 주변건물들을 3D 모델링하고 최적 일사

환경을 위한 건물입면경사도를 계산하기 위한 극사영도

(Stereographic Diagram)를 제작하였다. 극사영도는 360°

의 수평면 방위각과 90°의 천정고도를 5° 단위로 나누고

각 셀마다 10개의 측정점을 설치하였고 일사종합분석을

위한 천공휘도분포를 산출하였다.

그림 15. 대상단지의 극사영도

일사종합분석은 BRE VSC17)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준

하여 담천공률(Overcast Sky Factor)과 균일천공률

(Uniform Sky Factor)를 계산하고 극영사도에 투영된 단

위 셀에 대한 평균 태양광 피로 (Avg. Solar Stress), 음

영룰(Shading)등을 도출하였다.

16) ISO 15469:2003(E) - Spatial Distribution of Daylight - CIE Standard

General Sky, page 4

17) UK Building Research Establishment's Vertical Daylight Factor,

Littlefair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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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북에서 41° 기울여져 있는 분석대상입면을 고려한

일사 및 음영의 계절별 변화를 측정하기위해 평균 태양

광피로, 음영률을 하지, 동지로 나누어 각각 13시, 16시에

측정한 값으로 비교 평가하였다. 다음 그래프와 같이 하

지 13시 일때 분석모델 D(15°)의 경우 평균 태양광피로는

0Wh, 음영률은 100%를 보였으며, 동지 13시 일때 분석

모델 C(10°)에서 B(5°)와 비교하여 평균태양광피로는

285Wh가 급격히 저하되고 음영률은 7%가 증가한다. 따

라서 분석결과를 고려할 때 여름철 최소일사유입 및 겨

울철 최대일사유입을 기준으로 건물입면경사도는 10°와

15°사이에서 최적화를 이루게 된다.

표 3. 일사량조절 종합 분석결과

분석모델

분석내용

A

0°

B

5°

C

10°

D

15°

E

20°

담천공률 (%) 20.3 17.3 13.6 11.3 9.1

균일천공률 (%) 23.1 20.3 16.8 14.4 12.1

평균

태양광

피로

(Wh)

하지
13:00 650 431 164 0 0

16:00 979 882 705 584 445

동지
13:00 2778 2708 2423 2194 1917

16:00 373 379 363 333 310

음영률

(%)

하지
13:00 73 82 93 100 100

16:00 72 74 80 83 87

동지
13:00 36 37 44 49 56

16:00 65 64 66 68 71

그림 16. 단위 천공셀에 대한 평균태양광피로(Wh)

그림 17. 단위 천공셀에 대한 음영룰(%)

4.4 지하주차장 오염농도저감효과 산출

지하주차장의 무덕트 환기시스템의 보다 효율적인 냉

기류 유입을 위한 입면경사각 산출을 위해 입면경사에

따른 냉기류의 내부 흐름을 CFD 모델을 통해 분석하였

다. CFD 모델의 입구 평균풍속(그림 18에서 좌측경계)은

2.2절의 상세모델링, 곧 단지배치에 의한 냉기류분포 변

화를 분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광역모델링 결과 풍속을

보간하여 적용하였다. 여기서는 2차원 모델링이므로, 깊

이 방향의 풍속성분은 무시하였다. CFD 모델의 입구 평

균풍속은 약 0.70m/s인데 이는 냉기류가 완전히 발달된

조건 하에서 해당고도에서 단지를 통과하는 평균풍속이

다. 출구조건(그림 18에서 우측경계)은 개방압력조건을

적용하였고, 상부면 경계조건은 미끄러짐 속도조건을 적

용하였다. 여기서도 운동방정식만을 해석하였다.

그림 18은 A, C, D의 3가지 분석모델에 따른 순간 기

류분포도를 CFD 모델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그림 18. 입면경사도에 따른 단면 기류흐름 분석 결과

분석모델에 따른 자연환기구는 높이 0.4m 폭 32m로

주민체력단련시설 하부에 위치하며 지하1층 주차장과 직

접 연결되어있다. 따라서 총 3개 층으로 이루어진 지하주

차장 중에 직접환기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지하 1층 주

차장만을 대상으로 하고 자연환기구를 통한 냉기류 유입

량을 산출하였다. 여기서 자연환기구를 통한 냉기류 유입

량은 자연환기구 단면의 순간풍량을 시간평균한 값이다.

순간풍량은 각 계산스템에서 단면에 수직한 풍속벡터 성

분을 단면에 대해서 적분하여 산출하였다. 각 모델별 유

입량은 대체로 비슷하나 분석모델 C(10°)의 경우에 냉기

류 유입량이 수직입면인 A(0°)에 비해 약 8% 증가한다.

실내로 유입된 냉기류는 후면부 천정 배기구를 통해서

외부로 유출되고 이때 냉기류가 지하주차공간으로 공급

되어 실내오염농도를 저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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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수직입면 경사에 따른 하부덕트의 냉기류 유입량

분석모델 냉기류 유입량 [m3/s]

A ( 0°) 20.61

C (10°) 22.19

D (20°) 21.79

자연환기구를 통과하는 분석모델 C(10°)의 최대 냉기류

유입량은 약 22 m3/s이며 지하주차공간의 체적은 약

72,000 m3 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지하주차공간의 자연환

기회수는 시간당 약 1.1 회이다.

그림 19. 지하 1층 주차장 평면도

환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실내 지하주차공간

에서 NO2. CO 등의 자동차 배기가스 오염농도는 시간이

지나면 전체 실내공간 내에서 균질해지고 농도 값은 일

정하게 유지된다. 실내공간에서 균질해진 농도를 여기서

평균오염농도라고 할 때 환기가 이루어질 경우 냉기류가

현저히 발생되는 심야시간대의 평균오염농도는 환기회수

에 따라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오염농도저감은 공기 및

오염물질에 대한 각각의 질량보존법칙으로부터 아래와

같다.

∆ ∆ ∆

   ∆  ∆ (1)

여기서 는 기류 유입량(단위: m3/s)이며, 는

기류 유출량(단위: m3/s)이고, 는 오염농도이고, 는

실내공간체적이며, 는 시간이다. 식(1)로부터 농도는 다

음 식으로 도출된다.

  exp     (2)

식(2)에서 는 시간경과 후 오염농도이고, 는

초기(t=0) 오염농도이며,    환기회수이다. 청정

한 냉기류로 인한 주차공간의 평균오염농도 변화를 산출

하면, 1시간 동안 약 67%가량 오염농도가 감소한다(식

(3)).

  exp  ≅  (3)

5. 결 론

주변 지형에서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국지순환풍으로

단지 내 바람길을 분석하고 CFD모델로 산출된 냉기류의

건축적 활용방안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또한 최적 건물입

면경사도가 일사조절 및 실내공기오염농도 저감과 상관

관계를 이루는 것이 유추되었으며 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기후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대상지역의 년간 풍향이 고

르지 않아 바람길 분석에 기후통계자료를 직접 적용하는

방법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주변지형에 의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향이 일정한 국지순환풍을 산출하여 단지 내

기류의 흐름을 분석하는 보다 합리적인 바람길 분석이

필요하다.

2) 대상지 남서쪽의 낮은 산지에서 형성되는 국지순환풍

을 CFD 모델을 통하여 산출한 결과 단지에 유입되는 냉

기류는 16,073.77 m
3
/s로써 시간당 환기회수는 약 16회에

해당하며 관련 독일기준(시간당 2회)보다 매우 양호한 결

과를 나타난다.

3) 여름철 및 겨울철 최적일사조절이 가능한 건물입면경

사도는 평균태양광피로와 음영률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

과 10°와 15°사이에서 최적화된다.

4) 분석모델 중 지하주차장의 최대 냉기류 유입량을 확보

하는 건축입면경사각은 10°이며 자연환기구로 유입되는

냉기류는 약 22 m3/s이다. 이는 수직입면과 비교하여 약

8%의 개선효과가 있으며 실내공간의 자연환기회수로 환

산할 경우 시간당 약 1.1 회에 해당한다.

5) 실내공간에서 균질해진 농도를 평균오염농도라고 할

때 환기가 이루어질 경우 냉기류로 인하여 1시간 동안

약 67%가량 오염농도가 감소한다.

분석결과로 미루어 볼 때 국지순환풍 분석을 통한 냉

기류와 최적건물입면경사도는 상호작용으로 일사조절 및

실내공기오염농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환경요소와 건축설계요소 간의 상관

관계를 규명하는 복합적인 기후디자인 적용방향 제시에

목적을 둔 관계로 보다 정량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 관련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후 기

본 연구는 (주)현대산업개발의 지원로 수행된 결과의

일부분 임.(과제번호: 2010-A033-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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