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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study, we developed a new algorithm which can construct model buildings used as
a surface boundary in numerical models using GIS with latitudinal and longitudinal information of building
vertices. The algorithm established the outer boundary of a building first, by finding segments passing
neighboring two vertices of the building and connecting the segments. Then, the algorithm determined
the region inside the outer boundary as the building. The new algorithm overcame the limit that the
algorithm developed in the previous study had in constructing concave buildings. In addition, the new
algorithm successfully constructed a building with complicated shape. To investigate effects of the
modification in building shape caused by the building-construction algorithm on flows and pollutant
dispersion around buildings, a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model was used and three kinds of building
type were considered. In the downwind region, patterns in flow and pollutant dispersion were little affected
by the modification in building shape caused. However, because of reduction in air space resulted from
the building-shape modification, vortex structure was not resolved or smaller vortex was resolved near
the buildings. The changes in flow pattern affected dispersion patterns of scalar pollutants emitted around
the buildings.
Key Words : GIS, latitude and longitude, CFD model, building-construction algorithm

요약 : 본 연구에서는 건물 꼭지점의 위·경도 좌표를 제공하는 GIS로부터 수치 모델의 건물 정보를 구축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선하였다. 이 알고리즘은 인접한 건물 꼭지점 위·경도 좌표를 지나는 선분을 순차

적으로 연결하여 건물 외곽선을 구성하고, 외곽선 내부의 지점을 건물로 인식하기 때문에, Lee et al. (2009)

에서 개발한 알고리즘의 한계를 개선하였고, 복잡한 형태의 건물을 실제에 가깝게 재현할 수 있었다.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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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난 수십 년 동안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많은 대도시

가 탄생하였고, 현재까지도 도시화는 지속적으로 진행

되고 있다. 도시화는 열섬 현상, 지표 거칠기 증가 등 이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거나 주목받지 못했던 다양한 현

상들을 야기하고, 도시 대기의 흐름과 확산에 많은 영향

을 미친다(Hamlyn and Britter, 2005; Ashie et al., 2007;

Stone Jr. and Rodgers, 2007). 이로 인하여 도시 기후에 대

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도시 지역의 대기 흐름과 오염

확산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Chu et al.,

2005; Hanna et al., 2006; Yang and Shao, 2007; Gromke

et al., 2008; Heist et al., 2009; Buccolieri et al., 2011;

Neophytou et al., 2011). 또한, 대기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도시 재개발과 신도시 건설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

시하거나(Cha et al., 2007; Lee et al., 2009; Song and Park,

2013) 도시 지역의 지상기상관측 환경평가를 수행한 연

구가 진행되어 왔다(Lee and Kim, 2011).

도시 지역 대기 흐름은 오염물질 확산에 영향을 미치

므로(Chu et al., 2005; Yang and Shao, 2007), 그 상세한 흐

름을파악하는것은매우중요하다. 특히, 건물외관비(건

물 너비와 높이의 비)나 건물 배치와 같은 기하학적 특성

은 도시 지역 대기 흐름과 오염 확산에 주된 영향을 미치

는 요인 중 하나이다. 높이와 형태가 불규칙적인 건물이

존재하는 도심 지역에서는 대기 흐름 패턴이 매우 복잡

하다(Hanna et al., 2006; Van Hoff and Blocken, 2009). 도심

지역의복잡한흐름을상세하게분석하기위해서는고해

상도 계산이 가능하고 세밀한 지형과 건물 정보를 고려

할수있는모델이필요하다. 전산유체역학(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 모델은도시지역의특성을상세히

반영할 수 있고, 다양한 기상 인자에 대한 분석이 용이하

기 때문에 많은 연구에서 사용되어 왔다(Baik et al., 2003;

Blocken et al., 2011; Neophytou et al., 2011; Kim et el., 2014).

또한 도시 지역 대기 흐름과 오염 확산 연구를 위해서는

세밀한 지형과 건물 정보가 필요하다. 전산유체역학 모

델을 이용한 도시 지역 흐름과 확산 연구의 대부분은 지

면경계자료구축을위하여지리정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 Light Detection And Rangin

(LiDAR), Computer Aided Design (CAD), Building

Information Model (BIM) 등을 이용한다(Okamoto et al.,

2003; Chu et al., 2005; Wong et al., 2007; Goh et al., 2008;

Lee et al., 2009; Lee and Kim, 2011; Jackson et al., 2011; Song

and Park, 2013). 이를 위해서는, 먼저, ArcGIS와 같은 상

용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통해 건물 경계 자료를 추출한

다(Döllner and Hagedorn, 2007; Yoon and Park, 2007; Ha et
al., 2010; Kneissl et al., 2011; Choi et al., 2014). 추출한자료

는 벡터나 래스터 형식의 자료이기 때문에 이를CFD 모

델의 입력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료 형식에 맞는

알고리즘을 이용한 전 처리 과정을 거쳐야 한다. 래스터

형식의자료는건물정보가격자화되어제공되기때문에

CFD 모델의 해상도와GIS 자료의 해상도를 일치시키는

비교적 간단한 과정을 통해CFD 모델의 입력 자료 구축

이 가능하다(Lee and Kim, 2011). 이에 반해 벡터 형식의

자료를이용하기위해서는벡터자료로부터건물을구축

하는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위·경도로 표현된 건물 꼭지점의 위

치 정보를 포함하는GIS로부터 전산유체역학 모델의 지

면 경계 자료를 구축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알고리즘 개발을 위해 Hearn and Baker(1997)의 방법을

이용하였다. 간단한형태의건물구축을통해, 본연구에

서 개발한 알고리즘이 Lee et al.(2009)에서 개발한 알고

리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음을 보였다. 그리고 선행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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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는 GIS로부터 수치 건물을 구축할 때, 알고리즘 한계에 의해 발생한 건물 형태의 변화가 건물 주변의

흐름과 오염물질 확산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알고리즘에 의한 건물 변형이 나타날 수 있

는 세 가지 형태의 건물을 대상으로 전산유체역학 모델을 이용한 수치 실험을 수행하였다. 알고리즘 한계에

의해 발생한 건물 변형은 풍하영역의 흐름 패턴에는 상대적으로 작은 영향을 미쳤으나, 건물 사이의 공간에

나타나는 소용돌이와 같은 건물 규모 대기 현상의 수치 모의에는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건물 변형에

따른 건물 사이 공간의 축소는 건물 주위에 나타날 수 있는 소용돌이를 전혀 모의하지 못하거나 소용돌이 규

모를 과소 모의 하는 등의 결과를 초래하였다. 건물 변형에 따른 평균 바람장 변화는 건물 주변 지역에서 배

출된 스칼라 오염물질의 확산 패턴에도 큰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에서 사용된 건물 구축 알고리즘의 오류가 건물 주변

에서 나타날 수 있는 흐름과 확산 수치 모의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였다.

2. 연구 방법

1) 건물 구축 알고리즘

본 연구에서는 위·경도로 표현된 건물 꼭지점의 위

치 정보를 포함하는 GIS로부터 수치 모델의 건물을 구

축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이 GIS는 건물을

격자 화된 형태로 제공하는 래스터 형식의 GIS(Fig. 1b)

와는 다르게 건물꼭지점의 위·경도 자료(Fig. 1c)를 제

공한다. 따라서 건물 꼭지점의 위·경도 자료를 이용하

여 수치 모델의 건물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에 적합한

건물 구축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알고리즘 개발을 위해

Hearn and Baker(1997)의 방법을 이용하였다.

Lee et al.(2009)에서 개발한 건물 구축 알고리즘(이하,

Lee2009)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하여 수치 모델의 지

표 경계 자료로 사용되는 건물을 구축한다(Fig. 2). 먼저,

건물의 모든 꼭지점 위·경도를 읽은 후, 건물의 위·

경도를 각각 산술 평균한 위치를 계산한다. 평균 위치와

각각의 꼭지점을 잇는 선분(① and ② of Fig. 2)과 한 꼭

지점과 인접한 꼭지점을 잇는 선분(③ of Fig. 2)을 결정

한다. 마지막으로 격자의 중심위치가 세 선분(①, ② and

③)이 이루는 삼각형 내에 포함되면, 이 격자를 건물로

인식한다. Lee2009는 볼록한 형태의 건물을 구축에는

적합하지만, 오목한 형태의 건물을 구축할 때에는 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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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An example of a building to be constructed in the numerical model and (b) grid-based GIS and (c) vertex-based GIS for the
building.

(a) (b) (c)

Fig. 2.  A procedure constructing a convex building by the algorithm
developed in Lee et al. (2009).

Fig. 3.  A procedure constructing a concave building by the
algorithm developed in Lee et al. (2009).



의 오차를 포함할 수 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알고리즘은 산술 평균한 건물 중심과 인접한 두 꼭지점

이 이루는 삼각형으로부터 건물 유무를 판별한다. 그런

데, 산술 평균한 건물 중심위치가 건물 외부에 위치하게

될 때에는 건물이 아닌 부분을 건물로 인식하는 오류를

발생시킨다(Fig. 3).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새

로운 건물 구축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이 알고리즘은

다음의 과정을 통하여 건물을 구축한다. 먼저, 건물의

모든 꼭지점 위·경도를 읽는다. 각 꼭지점과 인접한

꼭지점을 시계 방향으로 연결한 선분을 결정한다(① to

⑫ of Fig. 4). 선분이 수치 격자 셀의 중심을 지나는 경우,

해당 셀을 건물로 인식하여 건물 경계를 형성한다(Fig.

4b). 건물 경계면을 이루는 선분이 건물 경계에 위치하

는 모든 수치 격자 셀의 중심을 지나지 않는 경우, 선분

이 수치 격자 셀의 중심을 지나는 셀을 제외한 나머지

수치 격자 셀의 중심을 지나도록 선분 절편을 양의 방향

또는 음의 방향으로 조절한다. 이 경우, 선분절편 조절

로 인해 건물이 실제 건물보다 과대모의 될 수 있다. 마

지막으로, 건물 경계가 완성되면 건물 경계 내부의 수치

격자 셀들을 건물로 인식하여 건물 자료를 완성한다

(Fig. 4c). 이 알고리즘은 선분 절편 조절 시 건물이 과대

모의 될 수 있지만, 꼭지점을 순서대로 연결한 선분을

이용하여 건물의 윤곽선을 형성하고 윤곽선 내부를 건

물로 인식하기 때문에, Lee2009의 단점을 보완하여 오

목한 형태의 건물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건물을 비교

적 정확하게 구축할 수 있다.

2) 전산유체역학 모델

건물 구축 알고리즘으로 구축한 수치 모델의 건물을

기반으로 수치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구축한 수치 모

델의 건물 차이가 수치 시뮬레이션 결과에 미치는 영향

을조사하였다. 이를위하여전산유체역학(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 모델을 사용하였다(Kim et al.,

2014). 이 CFD 모델은 Reynolds Averaged Navier-Stokes

(RANS) 방정식 계에 기초하였고, 3차원, 비정수, 비압축

대기흐름계를가정한다. Versteeg and Malalasekera(1995)

의 벽면 함수를 사용하여 벽면 경계에서의 난류 경계층

효과를 잘 반영하도록 고안되었다. 또한 난류 모수화를

위하여 RNG k-ε 난류 종결 방법을 사용하였다(Yakhotet

al., 1992). 이CFD 모델에서 지배방정식 계는 유한 체적

법과 Patankar(1980)가 제안한 Semi-Implicit Method for

Pressure-Linked Equation (SIMPLE) 알고리즘을사용하여

엇갈림 격자 계에서 수치적으로 풀이된다.

3) 실험설계

본 연구에서는 도메인의 크기를 x 방향으로 400 m, y
방향으로 400 m, z 방향으로 200 m로 설정하였다. 모델

격자의 크기는 x, y, z 방향 모두 2 m이고, 모델 격자수는

x, y, z 방향으로각각 200, 200, 100 개로설정하였다. Fig.

5에 제시한 3가지 형태의 건물을 구축하여, 구축된 건물

형태가 건물 주위의 흐름과 확산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하였다. 시간 간격은 0.5초이고 4800초까지 수치 적분하

였다. 유입 경계에서 바람(U, V, W)은 식(1) ~(3)과 같은

로그법칙을 이용하여 연직 분포를 결정하였다(Castro

and Apsley, 1997). 난류 운동에너지(k)와 난류 운동 에너

지의 소멸률(ε)의 초기 조건은 식(4)와(5)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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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 procedure constructing a concave building by the new algorithm developed in this study.



                      U(z) = ln ( ) cos q,                        (1)

                      V(z) = ln ( ) sin q,                         (2)

                      W(z) = 0,                                               (3)

                      k(z) = (1 _ )2,                              (4)

                      ε(z) = .                                       (5)

여기서, U*는 마찰 속도, z0는 거칠기 길이(= 0.05 m), κ는

von Karman 상수(= 0.4), δ는경계층두께(= 1000 m)를나

타낸다. Cµ는 경험적 상수(= 0.0845)이다(Yakhot et al.,

1992). 건물이 존재하는 64 m × 64 m의 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3600초 동안 100 ppb s-1의 배출율로 오염

물질이 배출된다고 가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1) 알고리즘에 따른 수치 건물 형태 차이

Lee2009는 건물 꼭지점 좌표의 산술 평균한 지점이

건물 밖에 위치할 때, 건물이 아닌 지점을 건물로 인식하

는 오류를 발생시켰다(Fig. 3). 본 연구에서는 수치 모델

의 건물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알고리즘

의 오차가 건물 주변의 흐름과 오염물질 확산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Fig. 5와 같이 형태가 복잡하거

나 건물의 폭이 비교적 작은 건물을 대상으로 건물 주변

의 흐름과 오염물질 분포 특성을 비교·분석하였다. 건

물 a는 형태는 단순하지만 건물 폭이 상대적으로 작아서

건물 꼭지점을 산술 평균한 위치가 건물 밖에 위치하는

경우이다. 건물 b는 일부가 개방된 ‘ㅁ’자 형태의 건물로

건물 꼭지점을 산술 평균한 위치가 건물 밖에 위치하는

경우이다. 건물 c는 건물 꼭지점을 산술 평균한 위치가

건물 내에 위치하지만, 두 꼭지점과 중심이 이루는 삼각

형이 빈 공간을 포함하는 경우이다. 건물 높이와 폭은 각

각 20 m와 8 m이다. 두 알고리즘을 통해 구축한 건물을

Fig. 6에 나타내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Lee2009

는 건물 꼭지점 좌표를 산술 평균한 위치를 계산한 후,

이 위치와 인접한 두 꼭지점 좌표가 이루는 삼각형을 기

반으로 각 격자점에서의 건물 유무를 판단한다. 건물 a

와 b의 경우, 건물 꼭지점을 산술 평균한 위치가 건물 외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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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hree types of building considered in this study. Building height and width are 20 m and 8 m, respectively.

Fig. 6.  Building configurations constructed by Lee2009 (left
panels) and a new algorithm developed in this study
(right panels).[(a) and (b)], [(c) and (d)], and [(e) and (f)]
are constructed for the building configurations, a, b, and
c in Fig. 5, respectively.



부에 위치한다. 이 평균 위치와 인접한 두 꼭지점이 이

루는 삼각형으로부터 건물 유무를 판별하기 때문에 빈

공간을 건물로 인식하는 오류가 발생한다(Figs. 6a and

6c). 건물 c의 경우, 건물 꼭지점을 산술 평균한 위치는

건물 내에 위치한다. 그러나 이 평균 위치와 인접한 두

꼭지점이 이루는 삼각형은 건물이 아닌 빈 공간에 대한

격자점을 포함하면서 빈 공간을 건물로 인식하는 오류

가 발생한다(Fig. 6e). 반면에 본 연구에서 개발한 알고리

즘은 위·경도 좌표를 순서대로 선으로 연결하여 건물

을 구축하기 때문에,Lee2009의 오류를 발생시키지 않고

실제 건물과 일치하는 건물을 구축할 수 있다(Figs. 6b,

6d and 6f).

2) 건물 주변 바람장 분석

앞 절에서는 Lee2009의 오류와 이 알고리즘에 의해

구축된 수치 건물과 실제 건물의 형태 차이를 보였다. 이

절에서는 본 연구의 알고리즘으로 구축한 건물을 대상

으로 수치 실험(이하, 규준 실험)을 수행하였고, Lee2009

로 구축한 건물을 대상으로 같은 실험을 반복하였다. 규

준 실험과의 비교를 통해, 각 건물 주변에 형성되는 바람

장 차이를 보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Fig. 5의 세 건물

을 대상으로 수치 실험을 수행하였고 건물 a와 b에 대해

서는 남동풍의 유입류에 대해서, 건물 c는 북풍의 유입

류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Fig. 7은 건물 a에 대한 바

람장을 고도별로 나타낸 것이다. 건물 풍하영역에서는

건물의 양쪽 모서리 근처에서 소용돌이가 형성되는 등

유사한 바람장이 나타났다. 1 m 고도에서는 ① 영역 내

에 수평 소용돌이가 나타난다. Lee2009는 규준 실험에

비해 ① 영역에서 건물을 과대하게 구축하였고 빈 공간

을실제보다 좁게 구현하였다. 이로 인해 ① 영역에 형성

된 소용돌이의 크기가 축소되어 나타났고, 상승 운동과

하강운동의세기도다소감소한것을알수있다(Figs. 7a

and 7b). 9 m 고도에서도 위와 같은 차이가 나타나는데,

① 영역 내의 건물 부근에 나타나는 상승 운동과 하강 운

동이 과소 모의됨을 확인할 수 있다. 건물 높이에 근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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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Streamline fields at z = 1 m [(a) and (b)], 9 m [(c) and
(d)], and 19 m [(e) and (f)] and shading indicates wind
speed in the case of the building configuration, b in Fig.
5. The left and right panels are based on the building
configurations constructed by Lee2009 and the
algorithm of this study (control run), respectively.

Fig. 7. Streamline fields at z = 1 m [(a) and (b)], 9 m [(c) and (d)],
and 19 m [(e) and (f)] and shading indicates wind speed
( ) in the case of the building configuration, a in
Fig. 5. The left and right panels are based on the building
configurations constructed by Lee2009 and the algorithm of
this study (control run), respectively.

= U2 + V2



19 m 고도의 경우, Lee2009에 의해 구축된 건물 주변에

는 소용돌이가 나타나지 않고, 건물 서쪽 모서리 부근의

상승 운동은 모의되었으나, 건물 안쪽의 강한 상승 운동

은 모의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Fig. 7e).

Fig. 8은 건물 b에 대한 바람장을 고도별로 나타낸

것이다. 건물 풍하영역의 이중에디순환(double-eddy

circulation)을 포함한 외부의 바람장은 거의 유사하게 나

타난다. Lee2009는 건물로 둘러싸인 공간(② 영역)을 거

의 구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건물로 둘러싸인 공간에서

발생한 소용돌이(Figs. 8b, 8d and 8f)를 재현하지 못한다.

그리고 건물 풍상영역의 지붕 고도에서는 상승 운동을

과대 모의하였고(Fig. 8e), 풍하영역에서도 상승 운동과

하강 운동을 과소 모의하였다(Figs. 8a, 8c and 8f).

Fig. 9는 건물 c에 대한 바람장을 고도별로 나타낸다.

바닥 근처(z = 1 m)에서는 Lee2009로 구축한 건물 주변

에서 유선 간격이 더 좁게 나타나고(즉, 바람의 수평 경

도가 더 큼을 의미) 재순환 영역도 더 크게 수치 모의 되

었으며, 연직 바람도 약하게 모의되었다(Figs. 9a and 9b).

그리고 Lee2009는 규준 실험에 비해 ③과 ④ 영역에서

건물을 과대하게 구축하였고 빈 공간을 실제보다 좁게

구현하였다. 이로 인해 ③ 영역에 형성된 소용돌이를 모

의하지 못하고(Figs. 9a and 9c), 19 m 고도에서는 ④ 영역

에 형성된 소용돌이를 모의하지 못했다(Fig. 9e).

3) 건물 주변 오염물질 농도장 분석

앞 절에서는 각 알고리즘에 의해 구축된 건물을 대상

으로 수치 실험을 수행하여 각 건물 주변에 형성되는 바

람장 차이를 보였다. 이 절에서는 각 알고리즘에 의해 구

축된 건물을 대상으로 오염물질 확산 모델링을 수행하

여 각 건물 주변으로 확산되는 오염물질의 농도장 차이

를 보이고자 한다. 오염물질은 건물이 위치한 중심 지역

(64 × 64 m)을 제외한 모든 영역의 바닥 근처(z = 1 m)에

서 배출된다고 가정하였다. 오염물질의 확산 특성을 분

석하기위해 무차원화한 농도를 사용하였고, 무차원화

방법은Pavageau and Schatzmann(1999)를따랐다. 무차원

농도(K)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K= .                                (6)

여기서 C는 오염물질 농도, H는 건물 높이(= 20 m), UH

는 기준고도에서의 풍속(= 6.41 m s_1), L은 오염 배출원

총 길이(= 637952 m), Q는 오염물질 배출율(= 100 ppb

s_1)을 나타낸다. Fig. 10a와 10b는 건물 a에 대한 오염물

질의 농도장을 나타내고, Fig. 10c는 규준 실험의 오염물

질 농도(Kthis study)와 Lee2009로 구축한 건물에 대해 시뮬

레이션한 오염물질 농도(Kprevious)의 차를 백분율[(1 _

Kprevious /Kthis study)×100]로 나타낸 것이다. ① 영역을 제

외한 지역에서 오염물질 분포 형태는 거의 유사하게 나

타난다(Fig. 10c). 반면, ① 영역의 풍상영역에서는 오염

물질 농도를 과대 모의하였고, ① 영역에서 건물과 인접

한 지점에서는 과소 모의한 것을 알 수 있다(Fig. 10). 배

출된 오염물질은 건물 주변을 돌아나가면서 풍하영역

으로 수송된다. 이 때, 일부 오염물질은 2차 순환인 소용

돌이 내부에 갇히게 되지만, 이 지역에서는 주변보다 낮

은 농도가 나타나게 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Lee2009는 ① 영역에서 소용돌이 크기를 수평·연직 방

향으로 과소 모의한다(Fig. 7). 건물 풍상영역의 모서리

CUH HL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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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Streamline fields at z = 1 m [(a) and (b)], 9 m [(c) and
(d)], and 19 m [(e) and (f)] and shading indicates wind
speed in the case of the building configuration, c in Fig.
5. The left and right panels are based on the building
configurations constructed by Lee2009 and the
algorithm of this study (control run), respectively.



부근에서 오염물질 농도가 과대 모의된 것은 Lee2009에

의한 소용돌이가 이 지역에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소용돌이 내부에서 오염물질은 이류와 확산 과정을 통

해수송되는데, Lee2009는소용돌이크기를과소모의하

면서 건물 근처의 농도를 과소 모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건물의 풍상영역의 모서리 부근에서는 최대 64.6%까지

과대모의하였고건물과인접한지역에서는최대 42.1%

까지 과소 모의하였다.

Fig. 11a와 11b는 건물 b에 대한 오염물질의 농도장을

나타내고, Fig. 11c는 규준 실험과 Lee2009로 구축한 건

물에 대해 시뮬레이션한 오염물질 농도 차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두 알고리즘에 대한 오염물질의 분포 형

태는 ② 영역과 건물의 풍하영역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Fig. 11c). ② 영역에서는 오염물질 농도를 과소 모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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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Contours of non-dimensional pollutant concentration (Kprevious and Kthis study) simulated on the basis of (a) Lee2009 and (b) the
algorithm of this study (control run) and (c) its percentile difference [(1_Kprevious / Kthis study)×100] between two cases at z = 1 m
for the building configuration, a.

(a) (c)(b)

Fig. 11.  Contours of non-dimensional pollutant concentration simulated on the basis of(a) Lee2009 and (b) the algorithm of this study
(control run) and (c) its percentile difference between two cases at z = 1 m for the building configuration, b.

(a) (c)(b)

Fig. 12.  Contours of non-dimensional pollutant concentration simulated on the basis of (a) Lee2009 and (b) the algorithm of this study
(control run) and (c) its percentile difference between two cases at z = 1 m for the building configuration, c.

(a) (c)(b)



였다. 풍하영역의 경우, 풍하영역의 우측의 영역에서는

오염물질 농도를 과소 모의 하였고 좌측의 영역에서는

과대 모의 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Lee2009는

② 영역에서 발생한 소용돌이를 재현하지 못하고, 풍하

영역에서의 상승 운동과 하강 운동을 과소 모의한다

(Fig. 8). ② 영역에서 오염물질 농도가 과소 모의된 것은

Lee2009가 이 영역에서 나타나는 소용돌이를 모의하지

못하였고 건물과 인접한 지점에서 상승운동을 과대 모

의하였기 때문이다. 풍하영역의 우측영역에서, 오염 물

질 농도가 과소 모의 된 것은 Lee2009는 상승운동을 과

대 모의하였기 때문이다. 반면에 풍하영역의 좌측영역

에서는 오염물질의 농도가 과대 모의 되었다. 소용돌이

내부에서 오염물질은 이류와 확산 과정을 통해 수송되

는데, Lee2009는 소용돌이의 세기를 과소모의하면서 건

물 근처의 농도를 과소 모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② 영역

에서는 최대 41.1%까지 과소 모의 하였다. 풍상영역의

경우, 우측영역에서는 최대 37.2%까지 과소 모의 하였

고, 좌측영역에서는 최대 41.1%까지 과대 모의 하였다.

Fig. 12a와 12b는 건물 c에 대한 오염물질의 농도장을

나타내고, Fig. 12c는 규준 실험과 Lee2009로 구축한 건

물에 대해 시뮬레이션한 오염물질 농도 차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오염물질의 농도는 전체적으로 과소 모

의되었다(Fig. 12c).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 Lee2009는

③ 영역에서 발생한 소용돌이를 재현하지 못하고, 건물

주변에 형성되는 바람과 재순환 영역의 바람을 과대 모

의 하였다(Fig. 9). 건물 주변에서 오염물질 농도가 과소

모의된 것은 Lee2009가 건물 주변에 형성되는 바람과 재

순환 영역의 바람을 과대 모의하였기 때문이다. 풍상영

역의 건물의 양 끝 모서리 부근에서도 오염물질 농도가

과소모의되었는데, 이는 Lee2009가이영역에서의풍속

을 강하게 모의하였기 때문이다. ③ 영역에서는 오염물

질 농도가 특히 높은 비율로 과소 모의되었다. 이는

Lee2009가 ③ 영역 내에 형성되는 소용돌이를 모의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④ 영역에서는 오염물질 농도가 과

대 모의 되었는데 이는 Lee2009가 이 영역에서 상승 운

동을 과소 모의하였기 때문이다. ③ 영역에서는 최대

56.8%까지 과소 모의하였고 ④ 영역에서는 최대 28.3%

까지 과대 모의하였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GIS로부터 수치 모델의 지형 자료를

구축하는 알고리즘을 개선하였다. 이 알고리즘은 건물

정보가 건물 꼭지점의 위·경도 좌표로 제공되는 GIS

에 적합한 것이다. Lee et al.(2009)에서 개발한 알고리즘

은 건물 꼭지점의 위·경도 좌표를 산술 평균한 지점과

인접한 두 건물 꼭지점이 이루는 삼각형을 구성하고, 이

삼각형 내에 포함된 격자 지점을 건물로 인식한다. 따라

서 볼록한 형태의 건물은 비교적 정확하게 구현했지만,

건물 꼭지점 위·경도 좌표를 산술 평균한 지점이 실제

건물 외부에 위치하거나 오목한 형태의 건물을 구현할

때에는 빈 공간을 건물로 인식하는 한계가 발생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알고리즘은 인접한 건물 꼭지점

위·경도 좌표를 지나는 선분을 순차적으로 연결하여

건물 외곽선을 구성하고, 외곽선 내부의 지점을 건물로

인식하기 때문에, 선행 연구에서 개발한 알고리즘의 오

류를 개선하였고, 복잡한 형태의 건물을 실제에 가깝게

재현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GIS로부터 수치 건물을 구축할 때, 알

고리즘 한계에 의해 발생한 건물 형태의 변화가 건물 주

변의 흐름과 오염물질 확산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

다. 이를 위해, 알고리즘에 의한 건물 변형이 나타날 수

있는 세 가지 형태의 건물을 대상으로 전산유체역학 모

델을 이용한 수치 실험을 수행하였다. 알고리즘 한계에

의해 발생한 건물 변형은 풍하영역의 흐름 패턴에는 상

대적으로 작은 영향을 미쳤으나, 건물 사이의 공간에 나

타나는 소용돌이와 같은 건물 규모 대기 현상의 수치 모

의에는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건물 변형에 따른 건

물 사이 공간의 축소는 건물 주위에 나타날 수 있는 소용

돌이를 전혀 모의하지 못하거나 소용돌이 규모를 과소

모의 하는 등의 결과를 초래하였다. 건물 변형에 따른 평

균 바람장 변화는 건물 주변 지역에서 배출된 스칼라 오

염물질의 확산 패턴에도 큰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도시 지역 흐름과 확산에 관한 수치 연구의 대부분은

GIS로부터 정교한 건물 정보를 제공 받아 수치 모델의

건물을 구축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건물 구축 알고리

즘은 GIS를 활용한 도시 지역 흐름과 확산에 관한 연구

를 수행할 때, 보다 정교한 건물 구축을 통해서 도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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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흐름과 오염물질 확산 현상을 보다 현실적으로 재현

하는데 공헌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에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알고리즘을 실제 도시 지역에 적용하여 도시 지

역 흐름과 확산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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