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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the wind-induced response characteristics of freeform shaped tall building is studied by using FSI analysis. The 

analytical models are twist shaped ones at representing type of atypical tall building, and this study focu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wist angle and wind acceleration. Firstly, 1-way FSI analysis is performed, so maximum lateral displacement of the 

analytical model for 100 years return period wind speed is calculated, then the elastic modulus of a structure that satisfies the 

constraints condition is evaluated. And 2-way FSI analysis is carried out. so acceleration of the analytical model for the evaluated 

modulus of elasticity and arbitrary density is predicted through time history analysis. The basic model is a set of a square shape, 

height is 400m, slenderness ratio is 8, and twist model is rotated at square model from 0 to 90 degrees at intervals of 15 degrees and 

from 90 to 360 degrees at intervals of 90 degrees. According to the result of predicting wind acceleration by the shape of each model, 

the wind vibration effect of square shape model is confirmed to be sensitive more than a twist shape 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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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국가 는 도시를 표하는 랜드마크로써 고층 건

축물은 건물의 높이를 상승시키고 형상의 비정형화를 통해 

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건축물의 형상 비정형화

는 공학  측면에서 요한 설계요소  하나인 풍하  산정

에 한 측과 기존 설계기 에 따라 설계를 어렵게 한다.

고층 빌딩의 풍응답 특성에 향을 미치는 요소로 풍속

의 변동성과 주변 지상황, 구조물의 동   공기역학  

특성이 있다. 이  건축물의 기설계 단계에서 풍하  

감에 최 인자를 선택하여 구조물의 동   공기역학  특

성에 한 최 안을 도출할 수 있다. 

고층 빌딩의 설계에서 형상은 최 설계에 가장 요한 

인자  하나이다. 형상의 변화는 1차 으로 풍압과 풍력의 

변화를 발생시키며, 2차 으로는 건축물의 풍상측 모서리에

서 박리에 의해 발생하는 와류(Vortex)  풍하측의 후류

(Wake) 등의 주변 기류에 향을 미쳐 고층 빌딩의 풍진

동 응답 특성을 측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풍하 의 향이 크게 작용하는 고층 건축물의 

구조  안 성과 거주자의 사용성 평가는 계획단계에서 요

한 설계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거주자의 사용성 문제는 풍하

에 의한 고층 건축물의 가속도 응답에 따라 좌우된다. 

구조  안 성이 확보된 건축물이더라도 사람이 지각하는 어

느 일정 가속도 이상이 되면 거주자는 심한 불쾌함, 기증

을 느끼게 되어 건축물의 기능성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설계변경이 어려운 고층 건축물은 계획단계에서부터 풍하

에 의한 구조  안 성  거주자의 사용성에 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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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으로 고층 빌딩의 풍하  산정은 실험  방법인 풍

동실험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 풍하 에 

의한 건축물의 동 응답 특성에 한 다수의 연구도 풍동실험

을 심으로 진행되고 있다(Jo and Lee, 2009; Tamura et 

al., 2010).

바람에 의한 건축 구조물의 풍 향 특성을 악하는 수치해

석  방법으로는 CFD(Computational Fluid Dynamics) 

해석이 있으며, 이를 통하여 풍환경 평가  풍압 분포를 악

하여 외장재 설계에 용하는 방법으로 국한되어 구조물의 동

 특성을 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하지만, 유체와 구조체의 상호작용을 수치해석 으로 근

하는 FSI(Fluid Structure Interaction)해석을 통하여 풍

하 에 의한 구조체의 동  특성을 악할 수 있다. 수치해

석  방법은 비교  실험  방법에 비하여 결과를 산출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단시간 내에 다양한 안에 하여 

검토가 가능하여 계획설계 단계에서 풍하 에 한 최 의 

형상을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3T(Twist, Tapered, Tilted)

로 표되는 비정형 고층 건축물  일반 으로 풍진동 감

형으로 가장 합하다고 알려진 Fig. 1과 같은 Twist 형태 

고층 빌딩의 각도에 따른 진동 특성을 해석하고, 형상에 따른 

가속도 응답 비교와 풍하 에 한 고층 건축물의 가속도 평

가에 있어 FSI 해석의 용성을 보임으로써 풍하 에 한 

FSI 해석연구의 기 자료가 되고자 한다(Jo and Lee, 2009).

Fig. 1 Freeform shaped tall building

2. 본    론

2.1 FSI 해석의 개요

FSI 해석이란, 유체-구조체의 상호작용을 해석하는 수치해

석  방법이다. 유체는 일반 으로 압력, 온도, 하 을 달하

며 이로 인한 구조체 변형에 한 정보가 다시 유동장에 달

되어 이에 따른 유체의 해석결과에 향을 받으면서 양방향 

연성해석이 가능한 수치해석이다. 지배방정식은 식 (1), (2)

와 같다. [R]은 유체-구조 인터페이스의 각 과 련된 유

효표면 을 나타내는 결합행렬(coupling matrix)이며, 법선 

벡터의 방향을 고려한다. 유체-구조 인터페이스에 생성된 유

체와 구조물의 하 은 자유도가 미지수인 함수이다.


 (1)


 (2)

건축분야에서는 아직 생소한 수치해석기법이나 기계, 항

공, 선박의 경우와 같이 유체와 한 계를 갖는 구조체

의 해석에 많이 용되고 있다. FSI 해석은 시스템 내에서 

유체와 구조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며 구조체의 물질  

특성을 고려하여 해석함으로써 유체에 의한 구조체의 거동을 

보다 정확하게 악할 수 있다. 따라서 풍하 에 의한 고

층 건축물의 거동을 분석하기에 매우 유용한 수치해석기법이

라고 사료된다. Fig. 2는 FSI 해석의 개념  특성을 나타내

고 있다.

Fig. 2 Concept of FSI Analysis

본 논문에서 활용한 로그램은 범용 유한요소해석 로그

램인 ANSYS이며, 여러 산업분야에서 설계하는 다양한 제품

들에 요구되는 성능과 기 을 검증하기 해 각 분야에 합

한 해석환경을 갖추고 있다. 구조, 진동, 열 달, 자장, 압

, 음향, 열유체, 충돌낙하까지의 넓은 해석기능을 처리, 

솔버, 후처리 일체형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자장-구조, 정

장-구조, 류- 열, 유체-구조, 열-구조, 자장- 열 등의 

서로 다른 물리계의 상호작용을 고려하는 다양한 연성해석도 

같은 환경 내에서 실행 가능하다. 이  바람인 유체와 건물

인 구조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연성해석을 도입하 다.

FSI 해석은 해석방식에 따라 다시 단방향 연성해석과 양

방향 연성해석으로 나뉜다. 단방향 연성해석은 유동결과에 

의한 구조물의 변형률이 크지 않아 구조물의 변형이 유동에 

별 향을 주지 않을 경우 사용되며, 양방향 연성해석은 유

체로 인한 구조 변형으로 인하여 유체의 결과 자체가 다시 

향을 받게 되는 경우 용된다.

따라서 풍하 에 의한 고층 건축물의 응답해석에서는 단

방향 연성해석을 통하여 최  횡 변 , 면 단력, 도 모

멘트와 같은 결과를 산출할 수 있으며, 양방향 연성해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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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 wind(1year return period) 14.73m/s

Surface roughness B

Turbulence model DES

Evaluation time(Time Step) 600s(0.5s) 

Table 1 Wind load design condition

통해 풍가속도를 측할 수 있게 된다.

2.2 연구수행 차

고층 빌딩의 경우에는 풍하 에 하여 구조  안 성 

 사용성의 두 가지 측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본 연구에

서는 사용성 평가의 측도인 가속도 측 해석으로써 구조  

안 성이 확보되었다는 조건하에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수행 차의 흐름은 Fig. 3과 같다. 우선 100년 

재 주기 풍속에 한 해석모델의 최  횡 변 에 해 

1-way FSI 해석을 수행하여, 이러한 제한조건을 만족하는 

구조체의 탄성계수를 탐색하여야 한다. 다음은 앞서 탐색된 

탄성계수와 임의의 도를 가지는 해석모델의 풍가속도를 

2-way FSI 해석을 통하여 측하게 된다. 한, 모드해석

을 통하여 해석모델의 1차 고유 주기를 출력할 수 있다.

Fig. 3 Flow chart of FSI analysis

3. FSI 해석 시뮬 이션

3.1 FSI 해석모델  경계조건

기본모델은 Square 형상으로 높이 400m, 변장비 1:1, 

세장비 8이 용된 해석모델이다. 뒤틀림 형태의 해석모델은 

Fig. 4와 같이 0도에서 90도 범  내에서는 회  각도를 

15도 간격으로 용하 고, 90도에서 360도까지 90도 간격

으로 회 시켰다(Tamura et al., 2010).

해석모델은 물리  특성이 균일한 Soild 연성 구조체로 규

정하며, 바닥면은 고정된 상태이다. 해석 역의 경계조건은 

입구경계에서 설계풍속의 입력조건을, 출구경계에서는 특별

한 경계조건을 용하지 않도록 하 다. 한 유체 역과 해

석모델의 경계면  바닥면은 착조건(Non Slip Wall), 

윗면  양 면에는 비 착조건(Slip Wall)을 용하 다. 

체 도메인(Domain) 크기는 1500×1500×800(m³)이다.

Fig. 4 The analytical model of twisted shape

3.2 설계풍속

구조설계에 용되는 기 으로 '건축구조설계기 '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  안 성 차원에서 100년 재 주기에 한 

풍 변  제한을 H/500로 하 다.

한 일반 으로 건축물의 사용성 평가기 이 되는 국제기

인 ISO, NBCC, AIJ를 살펴보면 풍속의 재 주기는 1, 5, 

10년을 주로 사용하고 평가시간은 10분 는 1시간으로 선정

하고 있다. 이는 사용성 평가는 일상생활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바람에 의한 사용성능을 검토하는 것으로 수십 는 백년에 한 

번 발생하는 바람에 한 검토는 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00년 재 주기 풍속을 30m/s로 

용하여 최  횡 변 를 H/500로 제한하고, 사용성 평가를 

한 1년 재 주기 풍속의 평가시간은 10분으로 선정하 다.

가속도 산정시 이용하는 재 기간 R년의 풍속은 연 최

풍속의 분포가 Gumbel 분포형에 따른다는 조건으로 하여 

식 (5), (6)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식 (5)는 재

주기 1년에 해당하는 풍속이며, 식 (6)은 재 주기 R년에 

해당하는 풍속이다. 이를 이용하여 10m 높이에서의 재 기

풍속을 산출할 수 있다(Kim and Ha, 2004).

본 연구에서는 평균풍속()은 16.32m/s, 풍속의 표 편

차()는 3.53m/s로 가정하여 1년 재 주기 풍속을 산정하

다.

  
 × (5)

    

 



 

  (6)

따라서 본 연구에서 해석에 용하는 설계풍속 조건은 건

축구조설계기 (KBC2009)을 기 으로 Tabl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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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향각은 풍방향과 기본모델의 풍상면이 직각을 이루는 풍직

각방향에 하여 해석을 수행하 다.

3.3 난류모델 : DES

유체에 한 수치해석에서는 난류모델 선정이 해석의 신뢰

성에서 가장 요한 요소이다. 한 본 연구는 고층 빌딩

의 동  특성을 분석하는 것으로 비정상류(unsteady flow)

해석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물체주 의 유동을 기존 난류모델보다 정확성을 

개선한 LES(Large Eddy Simulation), DES(Detached 

Eddy Simulation) 모델과 같이 비정상유동을 고려한 난류

모델들이 개발되었다. 

본 연구에서 용한 난류모델은 재 가장 리 사용되는 

RANS(Reynolds Average Navier-Storkes Simulation)

에 용되는 난류모델의 장 과 LES 기법의 장 을 혼합하

여 계산속도와 해의 정확성을 향상시킨 DES 모델이다.

먼 , DES 모델은 Spalart와 Squires 등이 벽 근처에서

는 RANS 모형을 사용하고, 박리유동과 같이 와유동이 활발

한 역에서는 LES 기법을 사용하는 혼합된 방법으로 제안

되었다(Spalart, 2004; Squires et al., 2001). 이에 반해 

Strelets와 Travin 등은 RANS 계산 시에는  모델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SST(Shear Stress Transport) 모델을 

사용하고, 벽면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유동장의 심부에서는 

LES 기법으로 연동되는 DES 모델을 제시하 다. 본 연구

에서 용한 난류모델은 SST 모델을 기반으로 한 DES 모

델이다(Strelets, 2001; Travin, et al., 2000).

3.4 해석모델의 물리  특성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해석모델은 동일한 물리  성질을 

지닌 Solid 연성 구조체로 규정한다. 앞서 언 한 거와 같이 

고층 빌딩은 풍하 에 한 구조  안 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러한 최  횡 변  검토는 1-way FSI 해석을 통하

여 가능하다. 조건을 만족하는 해석모델의 탄성계수는 먼  

임의로 선정한 탄성계수에서의 최  횡 변 를 검토하고, 탄

성계수와 변 의 반비례 계를 이용하여 선정한 최  횡 변

의 탄성계수를 역으로 추 한다. 

1-way FSI 해석에서 용한 난류모델은  모델이다. 

이 모델은 박리 상이 발생하는 유동의 경우, 해석결과와 실제 

유동 상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다. 그러나 풍상면에서 발생하

는 정압해석의 경우에는 차이가 발생하지 않고 계산시간도 짧

으며 수렴성이 높기 때문에 선정하 다(Jung et al., 2011).

Table 2는 풍변  제한기 을 만족하는 해석모델의 물리

 특성을 나타내며, Fig. 5를 통하여 해석모델의 100년 재

주기 풍속에 한 최  횡 변 를 나타내고 있다.

Physical properties Apply factor

Young's Modulus 613.68MPa

Poisson's Ratio 0.3

Bulk Modulus 511.39MPa

Shear Modulus 236.03MPa

Table 2 Physical properties of the analytical model

Fig. 5 Displacement of wind

해석모델의 단 체 량은 100kg/m³으로 선정하 고, 

기본모델의 자유감쇠운동을 통하여 감쇠비가 1.5%를 만족하

도록 설정하 다. Fig. 6은 자유진동곡선을 그래 로 나타낸 

것이다.

Fig. 6 Free Vibration Response

4. 수치해석결과  분석

4.1 해석모델의 모드해석

고층 빌딩에 있어 진동 거동 특성은 구조물의 1차 모드가 

지배 으로 작용한다. 앞서 선정된 해석모델의 물리  성질에 

따른 모드해석을 통하여 각 모델의 1차 고유주기를 알 수 있다. 

뒤틀림각이 0도인 Square 모델의 경우 0.124Hz이며 90도 

는 180도의 경우에는 각각 0.124Hz, 0.123Hz으로 1차 모

드의 고유주기는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4.2 가속도 측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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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Maximum wind acceleration by angle

Fig. 7 Wind pressure distribution

Fig. 8 Wind acceleration response

고층 빌딩의 가속도는 일반 으로 건물에서 사람이 거주

하거나 생활하는 최상층의 심축으로부터 최 한 떨어진 지

에서 측정하게 된다. 그 이유는 진동에 있어 가장 불리한 

조건에서 평가하기 함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바닥면

으로부터 390m의 높이에서 심축에서 20m 떨어진 지 을 

선정하 다.

4.3 수치해석결과

에 제시한 해석조건을 토 로 해석모델의 뒤틀림 각도 

변화에 따른 진동 특성을 알아보기 해 2-way FSI 해석을 

수행하여 가속도 응답을 측정해 보았다.

Fig. 7은 시간이력에 따른 해석모델의 풍압 분포를 나타

낸 것이다. Time step의 변화에 따라 등고선 형태의 풍압 

분포가 변하게 되며, 뒤틀림 각도에 의하여 같은 치에 수

압면의 풍압 분포도 다르게 나타났다. Fig. 8은 시간이력해

석을 통해 건물의 풍방향  풍직각방향의 가속도 응답을 나

타낸 그래 이다. 산출된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뒤틀림 각도 

변화에 따라 풍진동이 감소하는 경향성이 있다. Fig. 9는 그

래 를 통하여 해석모델의 각도별 최  풍가속도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5. FSI 해석의 고층 빌딩에 한 용사례 

5.1 용 상  해석모델

FSI 해석을 통해 풍가속도를 측할 실제 고층 빌딩은 

몽골 울란바토르에 치한 Hyatt Regency MAK Tower

(이하 MAK Tower)이다. 이 건축물은 오피스  호텔로 활

용될 정이며, 울란바토르를 상징하는 랜드마크로써 계획되

었다. 한, MAK Tower의 경우에는 앞서 언 한 최근 비

정형 고층 빌딩의 풍진동 감의 표 인 타입인 Twist 

형상이다. 

5.2 해석조건

5.2.1 해석모델  해석 역

본 해석모델의 경우도 앞서 해석한 모델과 마찬가지로 물

리  특성이 균일한 Soild 연성 구조체로 규정한다. 실제 구

조물의 경우에는 각 시스템과 구조재료가 높이  특정 부분

에서 다르기 때문에 물리  특성이 균일하다고 할 수 없다. 

구조물의 동  특성은 1차 모드가 지배 이기 때문에 물리

 특성이 균일하다고 규정한 해석모델의 경우 실제 구조물과 

1차 모드를 일치시켜야 해석의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다. 따라

서 물리  특성이 균일한 해석모델의 1차 모드를 실제 구조물

의 1차 모드와 동일하도록 물리  특성을 정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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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Bird's-eye view

Fig. 12 Definition of the coordinate axes

Fig. 13 The lateral displacement of the X-axis dir.

식 (7)은 실제 구조물의 운동방정식, 식 (8)은 해석모델

의 운동방정식이다. 해석모델의 운동방정식에서 각각 질량, 

감쇠, 강성 항들은 실제 구조물과 유사한 동  특성을 가지

게 하는 등가항의 개념이다.

  (7)




   (8)

도메인 크기는 1000×1000×500(m³)이며, 구조체의 Nod 

e수는 약 0.4만개와 Element수는 1.9만개, 유동장의 Node

수는 2.7만개와 Element수는 14.5만개를 사용하여 해석을 

수행했다. 해석 역의 경계조건은 Fig. 11과 같다.

Fig. 11 Analytical space domain

5.2.2 등가강성 탐색

좌표축에 한 정의는 Fig. 12와 같다. 한, MAK 

Tower의 구조설계는 100년 재 주기 풍속(33m/s)에 한 

최상층에서의 횡 변 비는 X방향 풍하 에 해 H/1988이

고, Y방향 풍하 에 해 H/908로 설계제한 사항인 H/500

을 모두 만족하고 있다.

등가모델의 등가강성을 탐색하기 하여 실제실험  설계

와 같이 동일한 100년 재 주기 풍속에 하여 X, Y방향의 

최상층 횡 변 를 일치시키게 하는 각 축방향의 등가탄성계

수()를 탐색한다.

Fig. 13은 100년 재 주기 풍속에 하여 각 X축 방향의 

등가탄성계수를 도입한 등가모델의 최  횡 변 이다. 1-way 

FSI 해석을 통한 X축 방향의 등가탄성계수는 705.46MPa이

며, Y축 방향의 등가탄성계수는 269.97MPa이다. 등가모델

에 용하는 최종 등가탄성계수는 각 축방향의 등가탄성계수

의 평균값을 용하 다.

5.2.3 등가질량  등가감쇠 탐색

앞서 선정한 등가강성, 등가탄성계수를 알기 때문에 식 

(9)를 만족하는 등가질량을 탐색하도록 한다. MAK Tower

의 1차 모드 진동수는 0.17Hz로 주어졌으며, 주로 X축 방

향의 거동을 보인다.

 


  


  (9)

Modal 해석을 통하여 1차 모드의 주기가 5.9 를 만족하

는 등가단  체 량이 601.12kg/m³인 것을 탐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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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 wind(1year return period) 25m/s

Surface roughness C

Turbulence model DES

Evaluation time(Time Step) 600s(0.5s)

Table 3 Wind load design condition

Fig. 14 Free vibration response

Fig. 15 Wind load case

Fig. 16 Reference point

감쇠의 경우에는 해석 로그램의 Numerical Damping 상

수를 조 하여 등가해석모델의 감쇠비가 1.0%를 만족하도록 

하 다. Fig. 14는 등가해석모델의 자유감쇠운동곡선이다. 

5.2.4 설계풍속  가속도 측정 기

풍동실험의 경우 가속도 평가는 재 주기의 경우 1, 5, 

10년의 재 주기에 하여 실험을 수행한다. 한, 좁은 풍

향각의 각도로 모든 풍향각에 한 고려가 가능하다. 이에 

반하여 해석의 경우에는 컴퓨터 시스템의 제한으로 풍동실험

과 같이 모든 경우에 한 해석을 수행할 경우 많은 시스템

의 지원이 필요로 하다. 따라서 실제 로젝트에서 수치해석 

시뮬 이션을 용할 경우에는 표 인 풍향각을 선정하여 

효율 인 해석수행이 필요로 하다.

본 연구에는 상 건축물이 비 칭이므로 Fig. 15와 같이 

90도 간격으로 총 4방 의 풍향에 하여 고려하도록 하

다. 편의상 Direction 1부터 시계방향으로 Direction 2, 3, 

4로 지정하 으며, 1년 재 주기의 풍속에 하여 해석을 수

행하 다.

Fig. 16과 같이 가속도 측정 기 은 지상으로부터 175m 

높이에서 심축으로부터 15m 떨어진 지 이다. 설계풍속에 

한 조건은 Table 3과 같다. 설계풍속은 몽골 울란바토르의 

기상정보를 참고로 하 다.

5.3 FSI 해석결과 분석

본 해석은 태풍을 고려하지 않고, 1년 재 주기의 감쇠비

가 1.0%일 때의 풍동실험 결과와 비교하고자 하 다. Fig. 

17은 시간이력해석에 따른 건물의 풍방향과 풍직각방향의 최

 가속도를 나타내었다. 한 Table 4는 풍동실험과 FSI 

해석을 통한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동일한 측정기 으로 풍동실험결과와 비교했을 때, 풍방향 

 풍직각방향의 최  가속도 값이 비슷하게 산출되었다. 이 

결과는 고층 빌딩의 픙진동 측정에 한 FSI 해석의 용

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앞서 수행한 Twist 모델의 풍응답 특

성 연구에 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Fig. 17 Peak accelerations of wind direction

Wind direction
Peak total acceleration(milli-g)

Wind tunnel test FSI analysis

Along wind 5.3 9.04

Across wind 7.38 11.85

Table 4 Comparison of wind tunnel & FSI analysis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FSI 해석을 이용하여 비정형 고층 빌딩

의 풍응답 특성을 연구하 다. 비정형 고층의 표 인 유

형  하나인 Twist 형상을 용하여 뒤틀림 각도와 풍가속

도의 상 계에 하여 알아보는 것을 목표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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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 논문에서는 FSI해석을 이용하여 비정형 고층 빌딩의 풍응답 특성을 연구하 다. 해석모델은 Twist모델이며, 뒤틀림 

각도와 풍가속도의 상 계에 해 연구 을 두었다. 먼  단방향 해석을 수행하여 100년 재 주기 풍속에 한 최  

횡 변 를 구하고, 제한조건을 만족하는 탄성계수를 산출한다. 그리고 양방향 해석을 수행, 시간이력해석을 통해 산출된 탄

성계수와 임의의 도를 가지는 풍가속도를 측하게 된다. 정방형 모델은 높이 400m, 변장비 1:1, 세장비 8로 설정, 뒤틀림 

모델은 0도에서 90도까지 15도 간격으로, 90도에서 360도까지 90도 간격으로 비틀어 회 시켰다. 형상에 따른 풍가속도 측

결과, 정방형 모델이 뒤틀림 모델보다 크게 산출되어 풍진동 향에 더 민감한 것을 검증하 다.

핵심용어 : FSI 해석, 비정형 고층, 가속도 평가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형상에 따른 풍가속도 측결과, 정방형 모델이 뒤틀림 모

델보다 가속도가 크게 산출되었다. Twist 모델의 경우에는 

뒤틀림 각도와 풍가속도가 반비례하여, 각도가 증가할 때마

다 풍진동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다만 뒤틀림 각도가 

45도 이상에서는 가속도 응답 차이가 미소하고, 45도 이하

에서 가장 효율 으로 풍진동을 감소시키며 건물의 사용성 

측면에서 우수한 결과를 나타냈다.

한 실제 고층 빌딩에 하여 FSI 해석을 용해 보았

다. 상 건물은 비정형 고층 빌딩의 풍진동 감 표 형

상인 Twist 형상의 MAK Tower이다. 풍동실험과 비교분석

해 본 결과, 건물의 풍방향  풍직각방향의 최  가속도가 

비슷하게 산출되었다. 이 결과를 통해 고층 빌딩의 풍응답 

특성 연구에 한 FSI 해석의 용성과 Twist 모델에 한 

풍진동 감의 연구에 해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해석의 신뢰성을 더욱 향상시키기 해서는 산해석기술

의 발달과 더불어 수렴성과 정확성이 높은 격자의 품질 향상 

 경계층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형상의 유동 상을 정확히 

측할 수 있는 난류모델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단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수치해석기법을 통한 구조물의 동 해석

의 기 연구에 도움이 되고자 하며, 본 연구를 발 시켜 FSI 

해석을 통한 고층 빌딩의 사용성 평가에 기여할 수 있으리

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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