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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present study, turbulent flows around cubic and L-shape buildings were simulated numerically. Standard - , RNG - , 
LES turbulence models were adopted for the present simulation. The wind pressure coefficients from these results were 
compared with the available experimental data. The result of RNG k-ε and LES turbulent models gave better prediction than 
that of standard -  turbulent model which is widely used in the turbulent flow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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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도시화가 속도로 진행되면서 면 비 건물의 높이가 증가

하고, 건물의 형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 각 건물의 용도와 

특성을 살려, 획일화된 건축 구조물 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건물
이 건축되고 있다. 고층 건물의 구조  안 성은 지진하   

풍하 에 매우 취약함을 보이는데, 건축물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된다면 구조 강성이 작아지고 이로 인하여 고유 진동주기가 길

어진다. 따라서 바람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경우에 따라서 큰 진
동을 일으키게 되기 때문에 지진하 보다는 풍하 이 안 성을 

결정하는 요한 인자가 된다. 
   바람에 의해서 건축물에 발생하는 풍압은 실제 형상의 풍압
을 측정하는 방법과 풍동 실험을 이용한 모형실험, 그리고 수치
해석 인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건축물 주
변의 풍압 해석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서 수행되었다. Castro와 
Robins[1]는 풍동 실험을 통해서 정육면체 주변의 유동을 해석하
여 압력분포를 측정하 고, Banks 등[2]은 풍향에 따른 압력 분
포를 측정하여 유동 가시화 방법기법으로 나타내고 근하는 유

동에 하여 지붕에 발생하는 와의 공기역학  특성을 제시하

으며, Franchini 등[3]은 풍동실험을 이용해서 건축물 지붕에 난
간 벽을 설치하여 난간 벽의 유무와 지붕 높이에 따른 최 풍압

계수, 평균풍압계수  음압계수 등을 선행된 연구와 비교하
다. 한 Richards 등[4]은 6m 정육면체 건축물에 실질 인 풍압

계수를 실 측하고 이를 풍동실험과 비교 검증 하 다.
   와 같이 건축물의 내풍 특성에 한 연구는 많은 부분이 

풍동 실험에 의하여 이루어 졌다. 하지만 최근 들어 산유체 

역학(CFD)의 발 과 더불어 수치 시뮬 이션의 이용이 잦아지고 

있다. 따라서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형상의 유동 상을 
컴퓨터 시뮬 이션을 통하여 해석하고 기존 설계를 개선해 

나가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 Gomes 등[5]은 여러 가지 
모양을 가진 건축물에 해서 여러 풍향각에 따른 유동 상을 

해석하 다. 이러한 수치 시뮬 이션의 목 은 실제크기의 

실험이나 풍동실험에 비해 시간 단축  경비 감에 있으나 

시뮬 이션을 통해서 유동 상을 어떠한 방법을 이용하여 

얼마나 정확하게 나타내느냐가 가장 요하다. 
   기에서 발생하는 바람의 부분이 난류이고 구조물에 작용

하는 풍하 역시 난류에 향을 받는다. 따라서 수치 시뮬 이

션을 이용하여 구조물에 작용하는 풍하 을 측할 때, 어떠한 
난류모델을 사용하여 난류를 해석하느냐가 건이 될수 있다. 
그러므로 건축물 주변의 유동 해석에 있어서 신뢰할만한 난류모

델에 한 연구가 이루어 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단순화된 
건물에 해 난류모델의 향에 해 확인하기 해 수렴성이 

가장 좋고 많이 사용되는 Standard -   난류모델과 일부 문헌
[6]에서 경계층 박리  재부착 등의 측이 가능한 RNG -   
난류 모델, 큰 에디는 직  계산하고 작은 유동은 모델링을 통

해 계산하는 LES(Large Eddy Simulation)난류모델을 이용하여 수
치 시뮬 이션을 통한 건축물 표면의 압력분포를 검토하고자 한

다. 한 건축물의 형상에 따라 건축물 주변의 유동에 한 정

확한 측을 해 난류모델 선택  난류모델에 따른 유동장의 

변화, 공기역학  특성, 풍압계수를 수치 시뮬 이션을 통해 조

사하고 그 타당성에 해 검증하 다.

2. 해석 조건 및 방법
 
2.1 해석 모델과 격자 생성
  본 연구에서 해석한 모델은 풍동실험을 이용한 모형실험의 건
축물을 모델링 하 다. 이러한 모델로 해석한 결과는 일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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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vertical cross section

(b) horizontal cross section

Fig. 1 Computational domain

    

(a)  standard -  and RNG -  turbulence models (30×30×30)

(b) LES  turbulence models (60×60×60)

Fig. 2 Computational meshes around the cube

건축물 주 의 바람에 의해 발생하는 평균풍압계수  박리, 재
부착, 재순환 유동 등의 복잡한 공기 역학  특성을 나타내어 

다. 해석 모형에 용한 건축물은 정사각형 건물로서 크기는 
0.6m×0.6m×0.6m(가로×세로×높이)이고 치는 건물의 한쪽 모서

리 길이를 L로 했을 때 Fig. 1의 (a),(b)와 같이 입구 쪽에서 6L, 
상단부에서 4L, 측면에서 2.5L, 출구 쪽에서 10L만큼 떨어져 있
도록 설정하 다. 건축물의 표면 최소 격자 크기는 Standard -   
난류모델과 RNG -   난류모델에서 Fig. 2(a)와 같이(30×30×30) 
설정하 으며 사용된 해석 격자는 총 1,510,000개 이다. LES 난
류 모델은 Fig. 2(a)와 같이 건축물 주변의 1/3L 역의 격자를 가

로, 세로, 높이방향으로 2배의 수(60×60×60)로 생성하여 격자를 
설정하 고 사용된 해석 격자는 총 2,160,900개이다. 한 L-모
양 건물은 Fig 3(a),(b)와 같이 정육면체 건물과 크기는 같고 모
양만 다르게 설정하 다. 난류모델에 따른 향을 알아보기 
해서 Standard -   난류모델과 RNG -   난류모델, LES 난류 모
델을 용하여 해석한 결과로부터 얻어진 풍압계수를 수직방향

과 수평방향으로 선행된 실험 값과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경계
조건은 입구면과 출구면을 기 압력조건으로 양단 끝에 용하

으며 입구면과 출구면을 제외한 모든 면에는 벽조건을 부여하

다. 입구조건에 입력되는 속도는 균일한 유동으로 10m/s로 설
정하 고 난류 강도는 사각형건물은 0.5%로, L형건물은 0.1%로 
설정하 다.

2.2 해석 방법
   수치 시뮬 이션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Opteron 2.4GHz 
4CPU 리 스 클러스터 환경에서 상용 로그램인 STAR-CD 
V3.24와 를 사용하 다. 수치해석에 총 소요된 시간은 Standard 

-  난류모델과 RNG -  난류모델은 18-24시간이고, LES난류모
델은 242시간이다. Standard -  난류모델과 RNG -  난류모델은 
모형실험 내 유동을 정상상태, 비압축성 유동으로 가정하 고, 
압력보정 알고리즘은 SIMPLE을 사용하 다. LES 난류모델은 
PISO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비압축성 유동을 해석하 고 유동장

에서 류항과 확산항은 MARS를 이용하여 계산하 다. 시간의 

이산화 방법은 Crank-Nicolson Method를 용하 고 Time step은 
0.01 로 설정하여 50 를 해석한 후에 Time step을 0.001 로 

재설정하여 5 간의 풍압계수를 평균하여 결과로 나타내었다.

3. 결과 및 고찰
  
3.1 단순화된 사각형 건물
   용된 난류 모델에 따른 단순화된 정사각형 건축면에 작용

하는 풍압계수의 분포를 Fig. 4(a),(b)에 건물의 심으로 수직과 
수평방향으로 나타내고 선행된 실험 논문과 비교 하 다.  
Standard -  난류모델과 RNG -  난류모델 그리고 LES난류모
델에서 건물의 상류면에서 가장 큰 부압을 가지며, 상류면 앙 
부분에서 정체 (stagnation point)이 생긴다. 이 정체 을 심으

로 멀어질수록 풍압계수가 차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건
물의 상류면에서는 standard -   난류모델과 RNG -   난류모델, 
LES 난류모델이 모두 비교  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의 윗면과 측면의 압력 분포를 보면, Standard -  난
류모델을 사용했을 때 가장 크게 압력 강하 상이 나타난다. 
이는 Fig. 4에서와 같이 건물 상단 면 모서리 부분과 양쪽 모
서리부분에서의 박리 상을 측 못한 결과로 추정되고 건물 

표면에 작용하는 평균 풍압 계수는 난류 에 지가 크게 측되

었기 때문이다. 반면 RNG -  난류모델을 사용해서 해석을 한 
경우는 실험값과 매우 근 하게 측 되었다. RNG -  난류모
델은 복잡한 3차원 유동에서 난류 에 지를 크게 측하는 것을 

방지하기 해 난류에 지 소산률 방정식에 난류에 지 값을 보

정하기 때문에 건물 상단부분과 모서리 부분에서 생기는 유동 

분배 상으로 인한 재순환  박리 상을 체 으로 잘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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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vertical cross section

(b) horizontal cross section

Fig. 4 Comparison of the wind pressure coefficients around the cube with 
Castro and Robins' experiments[1]

    

(a)  standard -  and RNG -  turbulence models (30×30×30)

(b) LES  turbulence models (60×60×60)

Fig. 3 Computational meshes around the L-shape

낸다. 그러나 경향성면에 있어서는 상류면에서 건물의 뒤쪽으로 
갈수록 감소하는 경향성과, 측면에서의 거의 일정한 압력분포를 
LES 난류 모델이 더욱 잘 측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LES 난류 모델의 경우, 실험값과의 오차가  RNG -  난류모델 
보다 큰 값을 나타내지만 각 면에서 압력분포의 경향성을 더 잘 

측하 다

3.2 단순화된 L형 건물
   건물에 따른 풍압계수  건물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고자 단순화된 L-모양의 건물을 수치해석 하 다. Fig 5의 
(a),(b),(c)는 균일 유동이 건축면에 작용하는 평균 풍압 계수의 
분포를 유동 방향을 심으로 수직 방향과 수평 방향으로 실험 

논문과 비교한 것이다. 유동 방향과 수직하는 상류면의 풍압 계
수(a)는 해석에 사용 되었던 모든 난류 모델이 체 으로 실험

값과 유사한 압력 계수와 경향성을 나타내었으나 RNG -   난
류모델과 LES 난류 모델이 특히 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유동 방향과 평행하는 면의 풍압계수(b)에서는 
Standard -   난류모델과 RNG -   난류모델은 실헙값에 비해 
낮은 압력분포를 측하 다. 이에 반해 LES 난류 모델의 해석 
결과가 풍압계수와 경향성 측면에서 상을 더욱 잘 측하 다. 
수평방향의 풍압계수(c) 에서도 실험값과 가장 잘 일치하는 난류 
모델은 LES 난류 모델이며, 경향성도 잘 측하고 있다. standard 

-   난류모델과 RNG -   난류모델로 측한 풍압계수는 서로 
같은 경향성을 가지고 유동 방향과 수직인 면에서는 실험값과 

체 으로 일치하지만, 유동 방향에 평행한 안쪽 면에서는 풍
압 계수의 값과 경향성 면에서 모두 오차가 발생한다. 특히 
모서리 부분에서 박리 상에 의해 발생하는 압력강하 상은 

LES 난류 모델을 이용한 해석이 비교  정확히 측 할 수 있

었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건축물에 작용하는 풍압을 알아보기 하여 

단순화된 건물면에 작용하는 풍압계수 해석을 수행 하 다. 해
석에 사용된 건물은 정사각형 모양의 건물과 L-모양의 건물을 
비교 분석하 고 실험값과 비교하여 오차와 경향성을 바탕으로 

난류 모델의 향을 검토하 다. 효율 인 난류모델을 확인하기 

하여 해석에 용된 난류 모델은 Standard -   난류모델과 
RNG -   난류모델, LES 난류 모델이다. 해석 결과, 각각의 난
류 모델을 이용하여 계산한 풍압계수는 모두 실험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낸다. 하지만 정사각형 건물의 해석에 있어서  
Standard -  난류모델을 사용한 해석에서는 유동의 박리가 일어
나는 건물의 윗면과 측면에서 난류 에 지를 과도하게 측하기 

때문에 풍압계수가 실험결과와 차이를 보 다. L-모양의 건물을 
해석할 때에는 경향성에 있어서 Standard -   난류모델과 RNG 

-   난류모델에 비해  LES 난류 모델을 이용하여 해석하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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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vertical cross section-A

(b) vertical cross section-B

(c) horizontal cross section
Fig. 5 Comparison of the wind pressure coefficients around the L-shape with 

Gomes' experiments[5]

때 비교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Standard -   
난류모델을 이용하는 것이 수렴성 측면에서 안정된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격한 edge를 가지는 건물의 풍공학  문제를 해결

할 때,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기 해서는 RNG -   난류모델 
 LES 난류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 이다. 한 경향

성 측이 요한 해석인 경우에는 LES 난류 모델을 이용하여 
풍압해석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 이다.

후기

   본 연구는 건설교통부가 건설기술기반구축사업의 지원으로 
수행 인 이상기상 비 구조물의 내풍설계기  정비  개발사

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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