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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ind tunnel tests were conducted to analyze the wind fluctuating pressures on a circular closed and open dome roof 

with a low span rise. Two dome models with various geometric parameters (height/span ratios and open ratios) were used 

for fixed span rise ratio dome and wind pressure spectrum were analyzed. The applicability was examined in comparison 

with the spectral model proposed in the previous studies.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the wind pressure spectrum of 

open dome roof tends to increase power in the high frequency range and the second peak is found in the area different 

from the closed dome roof. In addition, according to the comparison analysis with the previous proposed spectral model, it 

was found that it is not applicable to the closed and open dome roofs with low rise ratio due to the different peak 

frequencies.

Keywords : Closed dome, Open dome, Power spectra, Wind pressure fluctuation, Wind tunnel test

ISSN 1598-4095(Print)
ISSN 2287-7401 (Online)

http://dx.doi.org/10.9712/KASS.2020.20.2.69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Spatial Structures
Vol. 20, No. 2 (통권 80호), pp.69~76, June, 2020

1. 서론1)

대공간 돔 지붕 구조물은 대체로 강성이 작고 고유진

동수가 낮으며, 지붕을 구성하는 외장재가 막이나 얇은 

금속판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바람의 동적 영향을 크

게 받는다. 이로 인해 설계 단계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하

는 큰 피크 풍압뿐만 아니라 풍압의 변동에 의해 장시간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하중에 의한 국부적 피로 손상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1),2). 

기존의 밀폐형 돔 지붕 구조물과 관련하여 풍압 분포

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된 것에 비해 풍압 스펙트럼에 

대한 연구 사례는 매우 한정적이다. Noguch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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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ematsu(2004)는 돔 지붕의 변동 풍압 특성을 실험을 

통해 조사하였으며, 접근 기류의 난류 파라미터와 결합

된 건물의 기하학적 파라미터의 함수로 스펙트럼 모델

을 제안하였다1). Sun, Qiu & Wu(2013)은 다양한 기하

학적 파라미터를 갖는 12개의 돔 모형에 대해 다양한 

조건에서 스펙트럼 분포 및 패턴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반구형 돔에 대한 스펙트럼 모델을 제안하

였다3). 그러나 앞서 언급한 두 풍압 스펙트럼에 관한 선

행 연구는 Rise/Span ratio(이하 f/D라 칭함)가 

0.14~0.5인 밀폐형 돔 지붕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다. 

필요에 따라 지붕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개폐식 돔 지붕

과 같은 경우 <Fig. 1>과 같이 대부분 지붕이 플랫하거

나 f/D가 낮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f/D=0.1의 밀폐형 돔 지붕 및 개방형 돔 지붕에 대한 

변동 풍압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Wall height/Span 

ratio(이하 H/D라 칭함)를 변화시키며 풍동 실험을 실시

한 후 풍압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Sun, Qiu & 

Wu(2013)이 제안한 스펙트럼 모델3)과 실험의 스펙트럼 

비교를 통해 선행 연구에서 제안된 스펙트럼 모델의 적

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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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rofiles of mean wind speed and turbulence intensities

(a) University of Phoenix Stadium

(b) National Stadium Warsaw

(c) BC Place Stadium

<Fig. 1> Case of retractable dome roofs
4-6)

2. 풍동 실험7)

2.1 풍동 기류

풍동 실험은 일본 동경공예대학에 위치한 대형 경계

층 풍동 실험실에서 실시하였다. <Fig. 2>에 해당 연구

에서 사용된 평균 풍속 및 난류 강도의 연직 분포를 나

타내었다. 국내 기준 지표면조도 B(α=0.21)와 C(α

=0.15)(이하 기류 1 및 기류 2라고 칭함)를 모의하였으

며, 국내 풍하중 기준인 KBC2016을 참고하여 평균 풍

속 및 난류 강도를 재현하였다8),9).

기류 1은 모형 지붕의 최고 높이(H) 0.24m에서 평균 

풍속 7.8m/s, 난류 강도 19%이며, 기류 2는 동일한 조

건에서 평균 풍속 8.3m/s, 난류 강도 16%이다. 실험은 

레이놀즈 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 풍속을 산정하여 실시

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레이놀즈 수는 Re=2.2x105이며, 

이 값은 관련 선행 연구 Sun, Qiu & Wu(2013)과 유사

하다3). <Fig. 3>은 변동 풍속의 파워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으로 두 기류 모두 카르만형 파워스펙트럼과 일치하

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3> Power spectra of fluctuating wind speeds

2.2 모형  데이터 측정

해당 연구에 사용된 밀폐형 및 개방형 돔 지붕의 모

형을 <Fig. 4>와 <Fig. 5>에 나타내었다. 모형의 라이즈 

f는 0.04m, 직경 D는 0.4m로 제작하였으며, 개방형 지

붕의 경우 돔 지붕의 직경을 기준으로 개폐율 

50%(0.2m)로 제작하였다. 따라서 지붕의 f/D는 0.1이며, 

H/D는 높이 조절이 가능한 턴테이블을 제작하여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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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시하였다. 높이는 0.04m에서 0.2m까지 0.04m씩 

증가시켰으며, 이에 따라 H/D는 총 5가지 패턴으로 

0.1~0.5이다. <Fig. 5>에서 Href는 돔 지붕의 최고 높이

를 뜻한다.

  
(a) Closed model (b) Open model

<Fig. 4> Test dome models

 
(a) Closed model

(b) Open model

<Fig. 5> Section of model

<Fig. 6>은 모형에 배치된 풍압탭을 나타낸 것으로 

30도 간격씩 총 12개의 라인(L)으로 구성하였다. 돔 중

심부에 위치한 풍압탭을 포함한 한 라인의 풍압탭 개수

는 밀폐형 18개, 개방형 10개로 총 개수는 각각 205개

와 121개이다. 

풍향의 경우 실험 모형의 평면이 원형이므로 0도만을 

대상으로 실험하였다. 풍압 측정은 샘플링 주파수 

1,000Hz로 10개의 실제 시간 10분에 상당하는 시간이

력 데이터를 얻을 수 있도록 계측 시간을 조정하였으며, 

이동 평균 0.2초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폐쇄율의 경우 2% 미만으로 데이터에 대한 보정은 하지 

않았다. 이 외 데이터 수집을 위한 실험 조건은 <Table 1>

과 같다.

  
(a) Closed model (b) Open model

<Fig. 6> Position of tap

Condition Flow 1 Flow 2

Opening ratio 0% and 50%

Length scale (1/150)
0.4m

(60m in full scale)

Velocity scale (1/3) 7.8m/s 8.3m/s

Time scale (1/50) 12 sec.

10 minutes sample number 10

Sampling frequency 1,000Hz

Moving average time 0.2 sec.

<Table 1> Experimental conditions

3. 실험 결과 및 고찰

3.1 풍압 스펙트럼

3.1.1 H/D 변화에 따른 풍압 스펙트럼

<Fig. 7>은 돔 중심선 상에 위치한 각기 다른 6개의 

탭 위치에서 H/D별 풍압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y축

은  
로 무차원화된 풍압 스펙트럼을 나타내

며, x축 은 무차원 주파수이다. 여기서 는 주

파수, 는 돔의 스팬, 는 모형별 지붕 최고 높이에

서의 평균 풍속이며, 은 압력 변동의 표준편차를 나타

낸다. 높이 변화에 따른 풍압 스펙트럼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았을 때 H/D의 변화는 스펙트럼 형상 변화

에 큰 기여를 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Fig. 7>에서 제

외된 H/D=0.2, 0.4에서도 동일한 스펙트럼을 보였으며, 

개방형 지붕 또한 모든 높이에서 유사한 스펙트럼을 보

였다.

3.1.2 풍압탭 치별 풍압 스펙트럼

지붕의 위치별 풍압 스펙트럼을 분석하기 위해 총 8개

의 탭을 선택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H/D의 증가는 스

펙트럼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H/D=0.5만

을 대상으로 표현하였으며, 풍압 스펙트럼의 무차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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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Effect of the height/span ratio on the pressure spectra (Closed dome roof)

(a) Windward

(b) Center of dome

(c) Leeward

<Fig. 8> Pressure spectra of closed dome roof 
by tap positions

파수 1 부근에 피크가 나타나는 것은 공기역학적 개념

이 아닌 기계적인 영향에 의해 발생되는 것으로 사료되

므로 분석에 반영하지 않았다. 

<Fig. 8>은 밀폐형 지붕에 대한 풍압탭 위치별 기류 1

의 풍압 스펙트럼이다. 스펙트럼은 일반적으로 광대역 

패턴을 보이며 탭 위치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다. 풍상

면에 해당하는 <Fig. 8 (a)>는 기류의 박리와 재부착의 

영향을 받는 풍상면 영역으로 피크가 0.2 내지 0.4 범위

에 집중되며, 풍속 스펙트럼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고주파

수 범위에 에너지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8 (b)>

는 재부착 이후 안정적인 흐름을 갖는 돔 중심부로 피크

는 0.07 내지 0.09 범위에 집중되고, 고주파수 범위에서 

파워가 빠르게 감소된다. <Fig. 8 (c)>는 압력 회복의 영

향을 받는 풍하면 영역으로 돔 중심부에서 감소된 에너

지가 점차적으로 증가하며 풍압탭 7번에서 무차원 주파

수 0.4 부근에 2번째 작은 피크가 발생한다. 이는 돔 지

붕의 후류에 의한 와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Jang & Lee(2008)는 PIV 기법을 이용한 반구형 지붕 

주변의 유동에 대하여 연구하였으며, 반구형 돔에서 후

류에 의해 발생되는 소규모 와류의 존재를 증명하였다10). 

또한 Sun, Qiu & Wu(2013)의 연구 결과3)와도 유사하

다. 그러나 해당 연구의 2번째 피크는 Jang & 

Lee(2008) 및 Sun, Qiu & Wu(2013)의 연구 결과3),10)보

다 피크의 크기 및 피크 주파수 위치가 상대적으로 작

다. 이는 선행 연구에 비해 낮은 f/D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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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Windward

(b) Center of dome

(c) Leeward

<Fig. 9> Comparison of Pressure spectra 

between closed and open dome roof

<Fig. 9>는 풍압탭 위치별 밀폐 및 개방형 지붕의 풍

압 스펙트럼을 비교한 것이다. 풍압탭의 위치는 스펙트

럼 형상이 유사한 돔 중심부를 제외하고 명확한 차이를 

보이는 지붕 단부 위치의 탭을 선택하였다. 밀폐형과 비

교해 전체적으로 고주파수 범위에서 파워가 상승된 광

대역 패턴의 풍압 스펙트럼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중심부 영역의 지붕 단부 부분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Fig. 9 (a)>의 풍상면에 위치한 풍압탭의 스펙트럼은 

고주파수 범위의 파워가 증가하여 밀폐형에 비해 더욱 

광대역 형상을 보이며 피크가 0.7 내지 0.8에 나타났다. 

<Fig. 9 (b)>는 돔 중심부의 지붕 단부 부분에 해당하는 

탭 4번의 스펙트럼으로 고주파수 범위에서 에너지가 상

승하면서 무차원 주파수 2 부근에서 비교적 광대역 형태

의 피크가 나타났다. 풍하면 영역을 나타내는 <Fig. 9 (c)> 

탭에서는 <Fig. 9 (b)>에 비해 고주파수 범위에 파워가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광대역 형상으로 바뀌며 고주파수 

범위에 명확한 피크는 보이지 않았다. 이와 같은 개방형 

돔 지붕의 스펙트럼 변화는 박리로 인해 복잡해진 난류

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3.2 선행 연구의 스펙트럼 모델과의 비교

본 연구와 Sun, Qiu & Wu(2013)의 선행 연구 결과

로 제안된 스펙트럼 모델과의 비교를 통해 제안된 스펙

트럼 모델의 적용 가능성 검토하였다. 선행 연구의 기류

와 모델 파라미터가 본 연구와 다소 차이 있으므로 이를 

정리하여 <Table 2>에 나타내었다3). 본 연구와 가장 유

사한 형태인 f/D=0.14 및 동일한 고도분포지수인 지표

면조도 C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비교하였다. 

Sun, Qiu & Wu(2013) Present experiment

  (%) 19 16

α 0.16 0.15

D (m) 0.6 0.4

f / D 0.14, 0.25, 0.33, 0.5 0.1

H/ D 0.1, 0.2, 0.5 0.1~0.5

<Table 2> Comparison of experimental conditions

선행 연구에서 제안된 모델은 3가지 특성을 갖는 스

펙트럼으로 0.1~0.3의 피크를 가지는 풍상면 영역의 스

펙트럼과 0.02~0.1의 낮은 피크를 가지는 돔 중심부 영

역의 스펙트럼, 그리고 상대적으로 높은 피크 주파수를 

가지며 1.0~2.0의 주파수에서 2번째 피크가 나타나는 풍

하면 영역의 스펙트럼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영

역별 스펙트럼 형상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영역을 3종류

로 분류했으며, Sun, Qiu & Wu(2013)에 의해 제안된 

각 영역별 스펙트럼 모델의 식은 식 (1)과 같다3). 식 (1)

은 풍상면 영역에 해당하는 식이다. 여기서  는 

카르만 풍속 스펙트럼, 
는 풍상면 영역 변동 풍압의 

표준편차를 나타내며 는  의 정규화에 사용되는 

파라미터, 는 풍동 실험에서 측정된 풍속 스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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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
 

  
  



        

0.14(1/7) 1.22 0.04 2.37 10.87 340.19 1.02 0.22 0.11 1.97

<Table 3> Fitted parameters of spectral model4)

트럼과 압력 스펙트럼 간의 변환을 설명하는 공력 어드

미턴스 함수이다.





 
  



  
 



∞

 


 

 



 

 




 

   (1)

돔 중심부 및 풍하면 영역에 대한 스펙트럼 모델 식

은 식 (2)와 같다.  여기서, 는 고주파수 범위에서 정규

화된 압력 스펙트럼의 기울기를 나타내며, α와 β는 돔 

지붕에서 각각의 위치와 형태 파라미터를 나타낸다. 


는 돔 중심부 및 풍하면 영역의 풍압탭에서 측정된 압력 

변동의 표준편차를 의미한다. 식 (1)과 식 (2)에서 사용

된 파라미터 값은 <Table 3>과 같다.





 
 ∙

 


  

 




 

    (2)

<Fig. 10>은 선행 연구에서 제안된 풍압 스펙트럼 모

델과 본 연구의 풍압 스펙트럼을 비교한 그래프이다. 선

행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영역 구분 방법을 그래프와 

함께 나타내었다. Z1은 풍상면에 해당 하는 영역이며 

Z2는 풍하면, 나머지 영역은 돔 중심부이다. 두 Z영역은 

난류와 후류의 영향을 받는 영역으로 지붕 단부로부터 

지붕 직경의 10%만큼 이격된 거리로 영역을 가정하고, 

그 외 나머지 영역은 돔 중심부로 가정한다3). 따라서 비

교를 위해 영역별 적절한 위치의 풍압탭을 선택하였으

며 풍압탭의 위치 또한 그래프와 함께 나타내었다. 

(a) Windward

(b) Center of dome

(c) Leeward

<Fig. 10> Comparison with spectral model proposed 

by Sun, Qiu & Wu(2013)3)

<Fig. 10 (a)>의 풍상면 스펙트럼에서 밀폐형 및 개방

형 지붕은 무차원 주파수 0.3~0.4에 피크를 보이는 반

면, 제안된 스펙트럼은 이보다 감소된 0.1에서 피크를 

보였다. 돔 중심부의 지붕 단부에 해당하는 <Fig. 10 

(b)>에서 밀폐형 돔 지붕의 피크는 0.1, 제안된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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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0.05로 형상은 유사하지만 피크 위치는 차이를 보였

고, 개방형 돔 지붕은 이와 완전히 다른 형상을 보였다. 

풍하면에 해당하는 <Fig. 10 (c)>에서 제안된 스펙트럼

은 무차원 주파수 1에서 2 사이에 피크를 보이지만 본 

연구의 스펙트럼은 0.3 부근에 피크가 나타난다. 비교 

결과, 풍상면 및 돔 중심부에서 제안된 스펙트럼은 실험 

결과보다 감소된 피크 주파수를 보였고, 풍하면에서 완

전히 다른 형상의 스펙트럼을 보였다. 이는 난류 강도, 

모델 파라미터 등의 차이에 의해 발생되는 것으로 사료

되며, 특히 선행 연구에 비해 낮은 f/D가 가장 큰 원인

으로 사료된다.

4. 결론

풍동 실험을 통해 f/D=0.1의 밀폐형 및 개방형 돔 지

붕의 변동 풍압을 풍압 스펙트럼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선행 연구와의 비교를 통해 기존에 제안된 스펙트럼 모

델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밀폐형 및 개방형 돔 지붕 모두에서 H/D 변화는 

스펙트럼 변화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2) f/D=0.1의 밀폐형 돔 지붕은 후류에 의해 발생되

는 2번째 피크의 크기 및 무차원 주파수가 f/D=0.2 이상

의 돔 지붕보다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3) 개방형 돔 지붕의 풍압 스펙트럼은 박리때문에 복

잡해진 난류로 인해 밀폐형 돔 지붕보다 고주파수 범위

에서 파워가 증가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풍직각 방향 

지붕 단부의 경우 무차원 주파수 1~2 사이에 광대역 형

상의 피크가 발생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선행 연구에서 제안한 풍압 스펙트럼의 모델은 풍

상면, 돔 중심부 그리고 풍하면 영역 모두에서 실험 결

과와 다른 피크 주파수 및 스펙트럼 형상을 보였다. 이

는 밀폐형 돔 지붕의 경우 난류 강도, 돔 모형의 파라미

터 등 실험 조건과 돔 지붕의 모양 차이에 의해 나타나

는 현상으로 판단된다. 반면 개방형 돔 지붕은 풍압 스

펙트럼의 형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므로 기존의 밀폐

형 돔 풍압 스펙트럼 모델은 개방형 돔 지붕에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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