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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를 이용한 건축물 외부유동 특성에 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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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a certain level is required in natural ventilation for improving on the 

'quality' aspect in housing. It is simulated the external flow around building which affact 

natural ventilation using CFD. Natural ventilation is estimated on the specific household 

which considered topography and not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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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오늘날 한민국은 산업화의 가속화로 도시의 

인구 도가 높아지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택

지 가격이 상승하게 되었다. 이러한 택지가격의 

상승은 건축물의 고층화와 집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한편, 산업화와 더불어 소득수 이 높아짐에 따

라 이 보다 더 나은 환경, 이 보다 높아진 건강

에 한 고려 등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만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질  향상에 많

은 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질  향상은 주거환경에 있어서도 요구

가 커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새집 증후군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 등의 이슈화로 인하여 주택 수요

자의 요구가 더욱 커지게 되었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하여 제

한을 만들게 되었다. 

그러한 제한으로 건축물 실내에 있어서 일정한 

기 치의 내부 자연 환기량이 요구되고 있으며, 

그 지 못할 경우 강제 환기 책의 마련이 요구

된다. 환기량의 평가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CFD를 이용하여 시뮬 이션하는 방법이 

그  한 가지이다. 

이미 많은 연구자들이 CFD를 이용하여 건축물

의 외부와 내부의 유동해석에 한 연구를 하고 

있으며, 허남건
[1]
 등의 연구 에는 이러한 CFD

해석 기법을 이용하여 팔만 장경이 보 되어 있

는 해인사의 건축물 이 에 따른 유동해석과 이

에 따른 팔만 장경 장고 내부의 기류 변화를 

연구한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연환기의 원동력이 되는 건축

물의 환기창간의 압력차를 구하기 하여 건축물

의 외부 유동 해석을 수행하 으며, 이 때 주거단

지의 주변 지형의 향을 평가하기 하여 지형

을 고려한 모델과 그 지 않은 모델에 하여 수

치해석을 수행하 다. 그리고 구해진 압력차를 이

용하여 지형 고려 유무에 따라서 나타난 차이를 

해당단 세 의 공기령을 통하여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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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opography of the Ground 'D' and Computing Domain location of 'D'

Fig. 2 Grid model of Case 1 & Case 2

2. 수치해석 상  방법

2.1 수치해석 상

본 연구에 련된 지역은 한민국의 부지역 

내륙에 치하는 D지역 OOO지구이다. Fig.3은 D

지역 OOO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기상청의 10년

(97~06)간의 풍향데이터이며, Table 1은 그 기간

의 평균 풍속데이터이다. 주풍향은 Fig. 3에서와 

같이 북북서풍이며, 풍속은 최  3.6m/s, 최소 

1m/s 이고, 평균 풍속은 1.93m/s이다. 

Fig. 1은 주거단지의 치  해석에 사용된 도

메인을 나타내고 있으며 Fig 4는 주거단지의 배

치도를 나타내고 있다. 주거단지내 각 동을 3개의 

커다란 층으로 나 어 층별 압력 분포도 알아보

았다. 체 해석 도메인은 주거단지를 심으로 

가로, 세로 2000m 이며 이는 지형을 고려한 모델

과 그 지 않은 모델이 동일하다. 지형정보는 한

국지리정보원에서 2차원의 데이터를 입수하여 해

석에 필요한 3차원 데이터로 수정하여 사용하

다. 

2.2 수치해석 방법

Fig. 2는 본 수치해석에 사용된 격자 모델이다. 

Case 1은 지형을 고려한 모델이며 Case 2는 지형

을 고려하지 않은 모델이다. 각 도메인의 크기는 

앞에서 언 했듯이 가로, 세로 2000m이다. Case 

1과 Case 2의 두 가지 모델은 다시 유속에 따라

서 3가지의 Case로 나 어 해석을 하 다. 이는 

Table 3에 자세히 표시하 으며, 각각의 Case에

서 High, Middle, low는 앞 에서 언 했던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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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wind direction of area 'D'

Table 1 Wind velocity of area 'D'

Fig. 4 Block plan of building 

Table 3 Analysis conditions

Table 4 Analysis method

단지의 상, , 하 3개 층을 나타낸다. Table 4는 

해석방법을 상세히 나타내고 있다. 사용된 상용코

드는 STAR-CD V4.04이며, 격자는 STARCCM+

에서 다면체격자인 Polyhedral mesh로 구성하

다. 각각의 모델은 약 200만개의 격자로 구성되었

으며 사용된 난류모델은 표  k-ε 모델을 사용하

다. Fig.7에서는 경계조건을 나타내고 있으며 

주풍향이 북북서풍이기에 이에 맞게 경계조건을

부여 하 다.

Fig. 7 boundary condition

     

3. 결과  고찰

3.1 수치해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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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Pressure value at the wind velocity      

         3.60m/s 

Fig. 9  Pressure value at the wind velocity     

         1.93m/s  

Fig. 10 Pressure value at the wind velocity      

         1.00m/s 

Fig.8 ~ Fig.10은 유속에 따른 case별 환기창에

서의 압력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체 으로 유

사한 압력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주풍향에 

하여 단지의 후단에 치하는 동들에서 은 압

력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각각의 case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유속에 따른 각동에서의 압력

차이 역시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 되

고 있다. 유속이 가장 빠른 3.60m/s의 경우 주거

단지의 주풍에 한 단부에서 6 ~ 12 Pa의 차

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단지의 후단부에서는 상

으로 크게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크기는 단

지 단부에 비해서 가장 높은 압력차이 값의 최

 16% 수 으로 히 낮은 압력차이를 보여주

고 있다. 1.93m/s 와 1.0m/s 의 유속에서도 유사

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Fig. 11  Fig. 12 는 

평균유속인 1.93m/s 인 case의 상, , 하 층의 

심면에서 압력 분포와 속도 분포를 나타내고 있

다. Fig. 11의 압력분포를 보면 Fig. 9에서 나타나

듯이 주풍향에 해서 단지의 단부에 높은 압

력 가 분포되어 있으며 후단부에는 압 가 형

성되고 있다. 하지만 지형을 고려한 Case A에 비

하여 지형을 고려하지 않은 Case B의 경우 압

가 넓게 분포되어 있으며, 압력 범  역시 Case 

A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범 를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Fig. 12의 유속 분포에서 알 수 있듯이 지

형에 의하여 Case A의 단지 후단부에서의 유동

이 Case B에 비하여 정체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

로 생각된다. 이러한 것은 Case A의 단지내에서 

동간에 생기는 바람길의 길이가 Case B에 비하여 

상당히 짧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Case A의 경

우 단지의 앙부에서 바람길이 끝나고 있으나 

Case B의 경우는 단지의 앙부 깊숙이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으며, 일부 층이상의 층에서는 단

지의 후단부까지 바람길이 연결 된 것을 볼 수 

있다. Case A에 비해 Case B의 원활한 유동으로 

인하여 높은 유속을 유지하여 단지의 후면으로 

단부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Fig. 11에서와 같이 Case A에 비하여 Case B가 

단지의 후단부에서 낮은 압력범 를 보여주는 것

으로 생각된다. 

3.2 단 세  공기령 해석

앞 에서 Case별, 유속별 환기창간의 압력 차

이를 구해보았다. 이러한 압력차이  평균유속인 

1.93m/s일 때 지형을 고려한 Case A와 고려하지 

않은 Case B의 두 결과를 비교하여 가장 차이가 

큰 동인 3동의 단 세 를 선택하여 공기령을 구

해보았다. 해당되는 단 세 의 체 은 326.057m
3

이며, 환기회수는 지형의 고려유무에 상 없이 

1.5이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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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Velocity distribution (Velocity 1.93m/s) 

Fig. 11 Pressure distribution (Velocity 1.93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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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AOA at the wind velocity 1.93m/s

Fig. 13은 평균유속일 때 3동 단  세 의 공기

령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공기령의 분포는 두 

case에서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지형을 고려

한 모델이 그 지 않은 모델보다 환기에 있어서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지형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가 지형을 고려한 경

우보다 환기성능이 상 으로 과 평가 되는 것

으로 생각된다.

4. 결론

주거단지의 유동해석을 지형을 고려한 모델과 

그 지 않은 모델로 나 어 수행하 다. Fig. 8 ~ 

Fig. 10의 결과에서 

(1) 지형을 고려하 을 때가 고려하지 않았을 

때보다 자연환기에 향을 주는 환기창간의 압력 

차가 더 작은 것을 확인하 다.

(2) 지형의 고려 유무에 따른 환기창간의 압력

차가 가장 큰 하나의 세 를 환기분석해본 결과 

지형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가 고려하 을 때 보

다 자연환기 성능이 더 과 평가되는 것으로 생

각된다.

(3) 정확한 해석을 해서는 고려되어야 할 많

은 인자가 있겠지만 최소한 주변의 지형을 고려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4)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환기해석시 지형을 고

려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보다 정확한 해석을 

해서는 주  건축물들이나 지표면의 표면 거칠기 

등의 향도 같이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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