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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중 축산질병 확산예측을 위한 오픈폼 도입 및 검증

Validation and Application of OpenFOAM for Prediction of Livestock Airborne Virus Spread 

노현석*․서일환**․이인복***,†

Roh, Hyun-Seok․Seo, Il-Hwan․Lee, In-Bok

ABSTRACT
Accurate wind data is essential for predicting airborne spread of virus. OpenFOAM was used for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 simulation procedure which is under GNU GPL (General Public License). Using complex terrain, DEM (Digital Elevation Map) 
that was prepared from GIS information covering a research site is converted to a three dimensional surface mesh that is composed 
by quad and full hexahedral space meshes. Around this surface mesh, an extended computational domain volume was designed. 
Atmospheric flow boundary conditions were used at inlet and roughness height and was considered at terrain by using rough wall 
function. Two different wind conditions that was relatively stable during certain periods were compared in 3 different locations for 
validating the accuracy of the CFD computed solution. The result shows about 10 % of difference between the calculated result and 
measured data. This procedure can simulate a prediction of time-series data for airborne virus spread that can be used to make a 
web-based forecasting system of airborne virus sp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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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국내 축산산업은 방역 및 악취문제 등으로 민간에서 떨어진 산

간지대에 많은 축산농가가 밀집되어 있어 제한된 영역에 사료수

송차량, 수의사, 관련업계 조사자들의 방문이 집중되어 전염성 

질병이 발생할 경우, 농장 간으로 확산되기 쉬운 조건을 갖추고 

있다. 특히 공기 중 전파로 인한 전염병의 확산은 다른 방역대책

과는 다르게 이를 미리 예측하여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확산을 

제어하기가 매우 곤란하다 (Weber and Stilianakis. 2008, Seo 

et al., 2011). 인접한 축사사이의 공기 중 바이러스 전파의 경우, 

축사내부 공기순환 차단 혹은 격리 등의 방법을 통한 특정지역

의 환경제어로도 관리가 가능하지만 넓은 지역에 대한 관리의 

경우, 기후 및 기상 조건에 대한 정확한 유동 예측이 전제되어야 

이에 대한 예방 및 대책마련이 가능하다.

최근 공기 유동학적 시뮬레이션 모델을 사용한 공기 중 확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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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고 있으며, 바이러스의 공기 중 확산

에 대한 유동학적 연구를 위하여 전산유체역학 (Computational 

fluid dynamics)과 가우시안모델 (Gaussian model) 등이 많이 사

용되고 있다. 전산유체역학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된 결과는 기

존의 가우시안모델과 비교하였을 때, 복잡한 지형에 의한 지역풍

의 영향과 축산농가의 배치형태까지 고려할 수 있는 장점으로 더

욱 정확한 예측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Hong et al., 2011, 

Seo et al., 2012). 전산유체역학 기법의 적용의 경우, 상용 소프

트웨어를 적용할 때, 생기는 라이선스 비용의 제약으로 해석시간

이 오래 걸리고 다양한 유동환경을 해석하고, 면적이 넓은 경우, 

연구대상영역에 대한 유동장 해석이 곤란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전산유체역학해석 기법의 장점을 살리는 동시에 라이선스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개 소스 소프트웨어인 OpenFOAM

을 적용하여 대기유동을 모사하고, 실제 측정 결과와 비교하고자 

하였다. 시뮬레이션을 통한 질병확산의 예측 결과의 시계열 분석

에 대한 적용성을 평가하여, 향후 공기 중 축산질병확산 예보시

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기반기술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II. 재료 및 방법

1. 연구대상지역

전산유체역학을 사용한 대기유동 모사와 이의 검증을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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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atellite image in Anseong research site; circles 
represent the location of automatic weather stations

안성 인근지역을 연구대상지역으로 선정 하였다 (Fig. 1). 이 지

역은 2002년 발생한 구제역에 대한 농림축산 검역본부 역학조사 

보고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당시 기상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 

결과 구제역 확산방향과 주풍향이 일치하여 바이러스의 공기 중 

전파가 의심되는 지역이다. 인근에는 백암면 (127.3816 E, 37.1618 

N)과 일죽면 (127.4770 E, 37.0906 N)에 기상청에서 운영하는 

기상관측시설 (AWS, automaic weather station)이 설치되어 있

어 시뮬레이션 모델의 초기 조건 및 검증용 데이터를 확보하기

에 용이한 지역으로 판단되었다.

2. 기상데이터 수집용 기상관측장비

시뮬레이션 결과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서 적용대상지역인 안

성시 인근의 성원 목장 (E 37.0807°, N 127.4469°, 105 m)에 

Fig. 2와 같은 자동기상 관측장비를 설치하여 시간변화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와 측정결과를 비교하기 위한 기초 기상데이터

를 수집하였다. 목장 내부에 설치한 자동기상관측장비는 지대가 

높고 차량이동이 드물며, 인근 10 m 이내에 기상정보수집에 영

향을 주는 지형지물이 없는 평지에 설치하였다. 설치한 장비는 

STL-X16 Data logger (STA Corporations, Ltd., Anyang, 

Korea)로써, 2012년 8월부터 매분 기온 (°C, STA Corporations, 

Ltd.), 상대습도 (%), 지온 (°C), 풍향 (°), 풍속 (m/s), 엽면습윤 

(Leaf wetness), 강우량 (mm)을 관측하여 저장하고 CDMA 방

식의 무선모뎀 (Telit Wireless Solutions, Co., Ltd., Seoul, 

Korea)을 통하여 매 10분마다 기상자료수집서버 (Weather Data 

Fig. 2 AWS (automatic weather station) located in Sungwon 
farm

Acquisition Server, WDAS)에 자료를 전송한다. WDAS는 관측

자료를 수집하는 즉시 기상관측자료 데이터베이스 (Observed 

Weather Database, OWDB)에 자료를 저장하도록 개발하였다. 

3. 전산유체역학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대기유동모사를 위해서 선정한 OpenFOAM (version 2.1.1)은 

리눅스를 기반으로 모든 해석 툴이 라이브러리 모듈로 구성되어 

C언어를 직접 코딩하여야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숙련도에 따라 

해석결과에 영향을 많이 받으며, 다양한 라이브러리에 대한 이

론적 배경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penFOAM은 GNU 

GPL (GNU General Public License)이 적용된 공개 소프트웨

어로 라이선스에 대한 비용부담이 없으며 대규모 해석에 필요한 

병렬화기능이 제공되어 해석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원본코드를 사용자가 직접 추가하거나 개선할 수 있어 대

기경계층 구현을 위한 라이브러리의 추가를 통하여 지면효과를 

고려한 해석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Navier-Stokes 방정식

을 SIMPLE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해석하는 SimpleFoam 솔버를 

사용하여 정상상태의 비압축성 난류유동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이는 넓은 지역에 대한 대기유동을 모사하기에 적합하다. 해석에 

사용된 지배 방정식은 질량 및 운동량 보존방정식으로 식 (1)～ 
(3)과 같다. 난류 모델은 식 (4)～(7)과 같이 넓은 지역에 대한 

유동해석에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선호되는 Standard k-epsilon 

모델을 적용하였다 (Seo et al., 2010). 모멘텀과 난류방정식해

석에는 GaussSeidel smoother Linear solver, 압력해석에는 

GaussSeidel smoother를 적용한 GAMG solver를 적용하였다. 

Momentum 방정식은 2차 차분을 적용하였으며 난류는 1차 차

분을 적용하였다. 바이러스의 확산은 식 (8)과 같이 비정상 스칼

라 수송방정식을 적용하여 해석하였다. 

질량보존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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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량보존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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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류모델 (Standard k-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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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lar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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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밀도 (kg/m3), 는 시간 (s), 는 속도 (m/s), 

은 질량 Source항, 는 중력가속도 (m/s2), 는 외력 (N/m3), 

는 정압 (Pa), 는 응력 텐서, 와 은 상수 (1.44, 1.92), 

는 1.0, 은 1.3이다. 

풍상측 입력 조건으로는 동네예보 자료에서 제시된 풍향 풍속

을 대기경계층 모델과 함께 적용하였다.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풍

속은 일반적으로 지표면에서 10 m 높이의 것을 나타내는 것이

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해석모델의 경계조건을 설계하기 위해서

는 지표에서 2,000 m 까지의 수직 풍속프로파일이 필요하다. 대

기경계층 입구조건은 식 (9)와 같이 높이에 따라서 계산할 수 있

으며, 기준 높이에서의 풍속은 식 (10)과 같으며, 이와 같이 계산

된 값은 경계조건에 활용할 수 있다. 풍상측의 난류에너지 k는 

일반적으로 대기확산 모델에 사용되는 1.3으로 가정하였으며, 소

산율 ε는 식 (11)과 같은 수직프로파일로 입력하였다. 지표면조도 

(Roughness length) z0는 일반적인 농업지대를 가정하여 0.03

으로 정의하였으며 압력은 Zero gradient 조건을 적용하였다. 

지면에서의 난류에너지와 소산율은 Atmospheric rough wall 

function를 적용하였다. 지면에서의 첫 번째 격자에서의 유속 Up

는 식 (12)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풍하측은 압력에 대해 

Zero gradient 조건을 적용하였다.






 (9)


ln



 (10)

 
  (11)

 ln
  (12)

여기서, U는 지면으로부터의 높이 z에서의 유속 (m/s)이고, K

는 Karman constant, z0는 지면의 Roughness length (m)이다.

4. 시뮬레이션 방법

연구대상 지역을 중심으로 작성한 DEM을 활용하여 지면을 3

차원으로 설계하여 지형의 영향을 반영할 수 있는 입력형상을 구

성하였다. 전체 해석 영역은 질병확산을 모의하기 위한 대상 영

역인 약 10 km×8 km 에 해당하는 부분을 포함하여 인근 유동

장 모의의 정확도를 향상하기 위하여 약 40 km×40 km 영역을 

대상으로 설계하였다. 해석대상영역으로 유입되는 기류를 현실화

하고 경계 영역에서 지면 표고차로 인한 유동유입량 불균일 해

소를 위해서 DEM 정보를 적용한 영역외부에 지형을 해발 0 m

로 펼치는 추가적인 영역을 형성하였다. 이를 통하여 경계 영역

이 산중턱이나 정상으로 시작함으로써 유입면적인 강제적으로 

축소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유동장의 왜곡을 최소화하고자 하였

다. 동네 예보를 바탕으로 바이러스의 확산을 예측하기 위하여 

다양한 풍향에 대한 적용성을 높이고, 해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8방위의 유동 해석을 고려하여 유동 방향에 대해 Fig. 3

과 같이 2개의 형상의 격자망을 구성하였다. 해당지역으로 유입

되는 유동의 대기영역모사를 위해서 대상지역의 가장 높은 산지 

높이의 약 10배 높이인 해발 2,000 m까지 영역을 해석 대상으

로 설정 하였다. Fig. 4와 같이 지형표면의 첫 번째 격자의 높이

는 약 2 m로 지정하였으며 일정한 비율로 간격을 확장하였으며, 

주된 연구대상영역인 지표면의 유동을 상세하게 해석하기 위하

여 지표면 인근에 격자를 집중시키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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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3 Computational domains for different wind directions: 
(a) Computational domain for wind direction north, 
south, east and west (b) Computational domain for 
wind direction north east, north west, south east 
and south west

Fig. 4 Vertical mesh design near ground surface 

격자수를 줄여 해석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향후 

유동해석 결과를 이용한 바이러스 확산예측을 수행하여 이를 예

보시스템으로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3시간으로 제공되는 기상예

보를 사용한 빠른 계산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빠른 계산시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바이러스 확산해석이 1시간 내에 가능하도록 

사전테스트를 통하여 전체 격자의 수를 400만개 수준으로 유지

할 수 있도록 격자를 설계하였다.

설계된 격자모델을 활용하여 웹기반 축산질병 예보시스템의 

기초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하여 OpenFOAM 프로그램의 적용성

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Fig. 5는 최종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축

산 질병 예보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한 공기 중 축산질병 예측과

정을 나타낸 것이다. 3시간마다 업데이트되는 48시간 기상예보

데이터를 바탕으로 특정 농장을 발생원으로 가정하여 해당 농장

에서 배출되는 바이러스의 스칼라 값을 해석함으로써 인근농장

에 대한 위험성을 분석할 수 있다. 이 때, 해석시간을 단축시키

기 위하여 연구대상지역에 주요 풍향 및 풍속에 대한 유동데이

Fig. 5 Flow chart of process for livestock virus spread fore-
casting system

터를 사전시뮬레이션을 통하여 확보한 후, 동네 예보에 따른 기

상예보가 업데이트될 때마다 유동장을 가져와 스칼라 해석을 수

행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과정에서 사용될 유동장의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1) 개별적인 풍향, 풍속에 대한 유동

장을 검증하기 위한 정상상태의 위치별 유동평가, 2) 시간에 따

른 풍환경 변화를 따라갈 수 있는 측정 위치별 시계열 유동평가, 

3) 바이러스의 스칼라 해석을 수행하는 시계열 공기 중 바이러

스확산 적용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정상상태 위치별 시뮬레이션 유동해석

공기 중 축산 바이러스의 확산을 모의하기 위한 OpenFOAM 

프로그램의 유동해석 적용성 평가를 위하여 정상상태의 모의 결

과를 바탕으로 동시간대 다수의 관측 위치에서의 바람장 시뮬레

이션결과와 기상측정결과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동풍 1.2 m/s의 

유동장을 해석한 결과를 Fig. 6에서 나타낸 것과 같이 산지로 둘

러싸인 지점 1 (Point 1)과 평지에 위치한 지점 2 (Point 2)로 

나누어서 산지사이의 골짜기와 같은 지형적인 영향에 의한 유동

장의 모의가 잘 이루어졌는지를 분석하였다. Fig. 7은 Fig. 6의 

단면 A에 대한 유동장을 나타낸 것으로 산의 영향으로 변화하

는 유동장과 골짜기에 형성되는 음압에 따라 형성되는 와류를 

잘 모의하였다. 또한 Fig. 8과 같이 지점 1과 지점 2로 나타낸 

골짜기지역과 평지지역의 높이별 풍속을 살펴보면, 바닥면의 지

형에 따른 지표면조도 정도 장애물의 크기에 따라서 대기경계

층이 다르게 분석되고 있어 바람장 해석에 대한 지형의 영향이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네예보를 통하여 제시되는 기상예보를 사용하여 빠르게 공

기 중 질병확산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유동장을 미리 주요 풍향 

및 풍속에 대하여 해석한 후 이를 불러와 바이러스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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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Wind filed cut plane area (section A) and probing 
points 1 & 2 for analysis of vertical wind profile

Fig. 7 Calculated wind field (Wind direction: E, wind speed: 
1.2 m/s)

Fig. 8 Calculated vertical wind profile at point 1 & 2 in Fig. 
6 (Wind direction: E, wind speed: 1.2 m/s)

스칼라 해석만을 수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각각의 풍향, 풍속에 

대하여 해석한 정상상태의 유동장을 검증하기 위하여 위치별 유

동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정 일자의 기상 상황에 대한 연구

대상 영역 내의 기상관측결과와 해석결과를 비교하여 보았다. 현

장에서 측정되는 자연풍의 경우, 기상 상황에 따라서 풍향 및 풍

속이 매우 불규칙한 특성을 보여, 국지적 해석의 경우, 이러한 

변동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상태의 일정한 풍향 및 풍속이 유

입되는 것으로 가정한 시뮬레이션의 결과와 직접적으로 비교할 

Table 1 Comparison of wind conditions measured by AWSs 
and calculated results by OpenFOAM (Wind direction: 
NE, wind speed: 2.0 m/s)

AWS Measurement OpenFOAM Simulation 

Wind speed 

[m/s]

Wind direction 

[°]

Wind speed 

[m/s]

Wind direction 

[°]

Sungwon Farm 2.0 44.0 2.1 44.1

Il-juk AWS 1.3 35.7 1.9 45.6

Baek-am AWS 1.5 42.4 1.3 37.5

Table 2 Comparison of wind conditions measured by AWSs 
and calculated results by OpenFOAM (Wind direction: 
E, wind speed: 1.2 m/s)

AWS Measurement OpenFOAM Simulation 

Wind speed 

[m/s]

Wind direction 

[°]

Wind speed 

[m/s]

Wind direction 

[°]

Sungwon Farm 1.3 91.1 1.3 91.3

Il-juk AWS 0.8 94.9 1.3 92.2

Baek-am AWS 1.3 101.9 0.9 95.4

Fig. 9 Calculated wind field (Wind direction: NE, wind speed: 
2.0 m/s)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기가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검증을 위

하여 가급적 일정한 풍향 및 풍속이 유지되는 기간을 대상으로 

측정결과와 OpenFOAM으로 해석한 유동해석결과를 위치별로 

비교하고자 하였다. 측정 지점에서의 풍향, 풍속이 3시간 이상 안

정적인 결과를 보이는 기간 1 (2012년 9월 16일 13시, 북동풍, 

2.0 m/s)과 기간 2 (2012년 9월 26일 13시, 동풍, 1.2 m/s)를 

선택하여 측정결과와 해석결과를 비교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와 

측정결과를 비교하면, 기간 1에서 시뮬레이션 결과가 측정결과에 

비하여 풍속은 약 17.2 %, 풍향은 약 1.4 %의 오차를 보였으며, 

기간 2에서 풍속은 약 27.6 %, 풍향은 약 6.9 %의 오차를 보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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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Wind velocity (b) Wind direction

Fig. 10 Comparison of wind conditions measured by AWSs, forecasted by KMA, and calculated by OpenFOAM

다. 해석결과와 관측결과는 풍향에 대해서는 매우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며, 풍속에 따른 오차가 비교적 큰 것은 풍속이 2 m/s 이

하로 낮기 때문에 풍속이 조금만 달라도 퍼센트로 환산 시 값이 

커지기 때문이며, 평균 오차는 0.3 m/s 이하였다. 또한 해석 당

시 유동패턴 및 측정위치에서의 속도성분을 나타낸 Fig. 9와 같

이 지역적인 영향에 의해 서로 다른 풍향과 풍속 결과를 보여 미

기후적인 영향을 잘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측정 위치별 시계열 시뮬레이션 유동검증

동네예보는 48시간 동안의 기상을 3시간 간격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공기 중 확산을 모의하기 위해서는 시간

에 따라서 풍향이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에 대한 시뮬레이션

을 수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특정 위치에서의 시간에 따른 유동

장 시뮬레이션 결과와 기상관측을 통한 측정결과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해석 대상 영역의 중심에 있는 성원목장에 설치된 기상

관측장비의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풍향과 풍속이 안정성을 보이

는 2012년 9월 24일의 24시간 동안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미

리 확보한 동네 예보에서 제시하는 예보 결과를 풍상측 조건으

로 대기 유동장 해석을 수행하였다. Fig. 10은 입력으로 적용한 

동네예보 자료, 해석 결과와 측정 결과를 비교한 그래프로 (a)는 

풍속, (b)는 풍향을 나타내고 있다. 동네 예보에서 제공하는 기상

예보자료를 입력조건으로 사용한 해석결과는 측정지역의 측정 

결과와 경향적으로 잘 일치하고 있다. 입력조건인 동네예보와 해

석결과를 비교하였을 때, 시뮬레이션 결과는 예보기준과 풍향의 

경우, 약 6.8 %의 오차를, 풍속의 경우, 약 5.4 %의 오차를 나

타내 원하는 유동장을 잘 모사하고 있다.

3. 바람장 시뮬레이션 결과를 이용한 바이러스 확산 

예측

미리 연산을 수행한 주요 풍향 및 풍속 등 유동장 데이터를 바

탕으로 공기중 질병 확산 예측을 통한 시계열 예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적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연구 대상 지역내 농

가 중 한곳을 가상의 바이러스 확산원으로 가정하여 특정 일자

의 시간별 기상 예보를 바탕으로 시간에 따른 연구 대상 지역 내 

바이러스 확산을 예측하였다. 기상 조건은 기간 1에 해당하는 

2012년 9월 24일의 동네예보를 바탕으로 Table 3과 같이 적용

하였다. 모든 풍향과 풍속에 대한 유동 해석을 매번 새로 연산하

는 데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실시간 예경보 시스템에 적용

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미리 45도 풍향으로 8가지 풍향 및 0.2 

m/s 단위로 다수의 풍속에 대한 유동장을 미리 해석한 후, Table 

4와 같이 근사값을 선정하여 유동조건으로 입력하였다.

Fig. 11은 입력된 유동 조건을 바탕으로 예측된 바이러스의 

확산을 나타내고 있다. 바이러스농도는 지면에서의 농도를 나타

내며 발생농장에서의 확산 경향을 분석하였다. (a)～(c)는 풍향

이 대체적으로 북동풍으로 유동 방향으로 시간에 따라 수직 및 

수평 방향으로 바이러스가 퍼지지만 (d)의 경우, 풍향이 동풍으

로 크게 바뀌면서 기존에 확산된 바이러스와 현재 발생하는 바

이러스가 동시에 서쪽 영역으로 퍼지는 현상이 보이고 있다. 그

림 상단의 쐬기는 풍향, 풍속을 나타내는 Vector로서 (f)의 경

우, 유사한 풍향의 (c)와 비교하여 풍속의 차이로 바이러스가 유

Table 3 Weather forecast data (Sungwon Farm, 24th Sep. 
2012)

Time 0 3 6 9 12 15 18 21

Wind Direction [°] 30 50 60 82 58 28 65 305

Wind Velocity [m/s] 0.81 0.78 0.81 0.71 0.94 1.92 1.43 1.22

Table 4 Weather input data for calculation (Sungwon Farm, 
24th Sep. 2012)

Time 0 3 6 9 12 15 18 21

Wind Direction [o] 45 45 45 90 45 45 45 315

Wind Velocity [m/s] 0.8 0.8 0.8 0.8 1.0 2.0 1.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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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Predicted Virus spread concentration (24th Sep. 2012)

동 방향으로 보다 좁고 길게 확산되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지형의 영향이 반영되어 확산 경계면이 매끈하지 않고 (h)의 경

우, 풍향이 바뀌더라도 골짜기 등의 영역에 정체된 유동으로 인

해 바이러스가 남아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IV. 결 론

축산 바이러스의 공기 중 확산예측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요

소인 대기 유동에 대해 공개 소프트웨어인 OpenFOAM을 적용

하여 대기 유동 해석을 진행하였다. 예보결과와 시뮬레이션을 통

한 모의해석 결과를 비교한 결과 안정적 풍향 및 풍속을 보이는 

특정시간에서 3 지점의 풍속을 비교한 경우, 풍속은 평균 22.4 %, 

풍향은 평균 약 1.1 %의 오차를 보였으며, 특정 측정지점에서 

시간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를 분석한 결과 풍속에서 약 4 % 

정도의 오차를 보여 현실적인 결과가 도출되었다. 다만 자연 현

상의 경우, 예측이 쉽지 않은 관계로 동네 예보 데이터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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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 실측 결과와 다소 차이를 보였다. 이로서 CFD를 적용

한 지역 대기유동을 공개소스 소프트웨어를 적용하여 라이선스 

비용의 문제없이 대기 유동장을 대규모로 해석하여 공기 중으로 

전파되는 바이러스의 이동 경로를 예측할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

한 특정 시기의 공기 중 질병 확산을 빠른 시간에 시계열로 모의

할 수 있는 해석 메커니즘을 개발하여 적용해보았다. 향후 이 기

술을 적용하여 동네 예보를 바탕으로 유동장과 이에 의해 전파

되는 바이러스의 영향성을 예보하여 공기 중 전파가 일어나기 전

에 농장, 방역대책 전문가, 정부 관련부처에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예경보 시스템을 확보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기상산업진흥원 기상산업 지원 및 활용기술개발 

사업 (과제번호 KMIPA 2012-1204)의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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