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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들어 수치해석법의 발달에 힘입어 과거에는 시도할 수 없었던 많은 상에 한 특성을 평가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산유체역학(CFD)는 많은 공학 분야에 활발히 용되고 있으며, 건축에서는 기체나 유

체의 유동해석이 필요한 건축환경, 건축설비, 소방설비 분야에서 그 필요성  용성이 리 인식되었다. 

건축분야에서 CFD해석의  다른 용분야는 풍하 에 한 향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미 국내외에서 많

은 연구와 실제 용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향후 더욱 활발한 용이 상된다. 본 논문에서는 CFD해석

의 용사례  해석과정에 해서 소개를 통해, CFD해석에 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keywords : 산유체역학, 

1. 서 론

컴퓨터에 의한 산해석기술이 발 해온 분야  산유체역학(CFD, Computational Fluid Dynamics)은 

주로 기계, 항공, 화학 등의 공학 분야에서 열 달, 화학반응, 유체유동 상에 한 시뮬 이션에 용되어

왔으며, 재까지도 이러한 추세는 이어지고 있다. 건축분야에서는 실내환경과 련된 실내 공조설비, 화재 

등에 의한 방재해석에 CFD해석이 활발하게 용되고 있으며, 제도 으로도 CFD해석결과를 설계에 반 하

도록 규정되어있다. 재 건축물 하 규 에 의하면, 풍하  계산이 복잡한 구조물의 경우 풍동실험과 이에 

상응하는 해석방법을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CFD해석에 의한 풍하  평가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FD해석을 이용하여 

건축구조물  고층 건축물의 바람에 의한 풍하  특성을 악하기 한 시도는 다른 공학분야에 비해서 

활성화 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일반 으로 풍동실험에 의한 결과를 CFD해석에 의한 결과보다 신뢰하

고, CFD해석법의 보 이 단계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요즘과 같이 건축물 설계의  과정을 

컴퓨터에 의한 산화가 이루어져 있는 상황에서, 다른 공학분야에 의해 이미 개발되었고, 산역학의 가장 

발 된 분야의 하나인 CFD해석이 유독 풍공학 분야에서 그 용이 미미한 상황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실제로 건축구조해석에 비해서 CFD해석은 해석과정의  과정이 산 로그램에 의해 이루어지고,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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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가 구조해석에 비해서 작기 때문에, 건축구조엔지니어라면 어렵지 않게 CFD해석을 수행 할 수 있다. 

한 풍동실험과 축소모형에 의한 규모 실험설비가 필요 없고, 해석에 소요되는 경비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며, 주변지형, 단지  상구조물의 실제스 일로 모델링하여 시뮬 이션 할 수 있기 때문에, 기 건축

계획 단계의 개념설계단계에서 다양한 형태에 한 풍동시뮬 이션을 테스트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따라서 CFD해석이 가지고 있는 제약이나 단점에도 불구하고, 향후 비정형, 초고층, 장스팬 등의 

특수건축물을 포함한 건축설계 전반에 있어서 최적형상결정, 주변지형 및 단지내 풍환경 평가 등

의 다양한 분야에 CFD해석의 적용성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논문에서는 CFD

해석의 적용사례 및 해석과정에 대해서 소개를 통해, CFD해석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2. 국내 용사례

형 건축물에 한 효과 이고 안 한 설계를 해서는 풍하  특성에 한 정확한 정보를 확보해야 한

다. 통 으로 풍하 은 축소된 모형에 의한 풍동실험 데이터와 경험  수치에 의해 산출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축소실험을 한 가정과 단순화과정 때문에 몇 가지 불확실성을 내포하게 된다. 따라서 잘못된 풍동

실험 결과로 인하여 풍하 에 한 과도 혹은 과소 평가로 인해 건축비용의 증가를 유도할 수 있고, 이와는 

반 로 풍하 의 과소평가에 의한 건축물의 불안정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CFD해석에서는 축소모형에 의한 풍동실험에서 수반되는 경험  가정 없이, 복잡한 구조물이나 건축물에 

한 정확한 풍하 을 수치해석 으로 얻을 수 있다. 렴한 가격의 고성능 PC 보 과 다양한 난류모델  

동 해석기능은 바람에 의한 동  풍하  특성을 보다 더 정확히 계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결과 으로 건

축비용의 감과 구조  안 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본 에서는 자에 의해 수행된 CFD해석의 국내 용사례 소개를 통해 수치해석 으로 풍하 에 한 특

성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에 해 논한다. 

그림1은 CFD해석을 한 차  과정을 도식화하여 나타낸 것이다. 먼  상 건축물에 한 지리 , 형

태  정보를 악하여 AUTOCAD, SOLID WORK, CATIA, ICEM 등의 CAD 로그램  CFD해석 로그

램의 PRE-PROCESS를 이용하여 3차원 솔리드 모델  Mesh를 생성한다. 이후 CFD SOLVER를 구동하여 

해석을 수행하고, 해석결과를 분석한다. 그림2, 그림3의 국내 용 로젝트에서는 범용 CFD해석 로그램인 

STAR-CD(www.kr.cd-adapco.com)를 사용하 다. 컴퓨터 성능의 향상과 산해석기술의 발 에 힘입어 요

즘의 PC는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의 해석능력을 가지게 되었는데, 수십만에서 수백만 개의 

Mesh를 사용하여 해석을 수행할 수 있었고, 복잡한 주변지형  상 구조물의 실제스 일로 모델리할 수 

있었다. 한 그림2의 고층, 정형의 구조물 뿐만 아니라 그림3의 비정형의 곡면구조물도 솔리드기반 CAD

로그램과 PRE-PROCESS에 의해 빠른 시간 안에 모델링  해석을 수행할 수 있었다. 

3. 결 론

재 컴퓨터에 의한 산해석이 다양한 공학 분야에 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건축물의 풍공학 분야

에서는 CFD해석이 기단계에 머물고 있다. 이는 건축공학에서 유체역학, 산유체역학  풍공학에 한 

교육과정이 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건축구조엔지니어가 CFD해석에 한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하거나, 

CFD해석이 풍동실험에 비해 정 한 풍하 을 평가하지 못한다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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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 건축물이나 쉘, 막구조와 같이 비정형 공간 구조물에서는 풍하 이 주요 지배하 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에서 풍하 에 한 정확한 평가는 구조  안 성을 유지하면서 공사비를 감할 수 있는 

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 

CFD해석을 이용하면 건축디자인 기단계에서 다양한 안에 한 풍하 평가를 수행할 수 있으며, 로

젝트별로 CFD해석의 용이 풍동실험이나 실측보다 더 유리한 경우가 지 않을 것이다. CFD해석이 가지

는 제약에 비해서 CFD해석이 가지는 장 이 많고, 산해석기술이 지속 인 발 하고 있기 때문에, 고층, 

비정형 건축물의 구조엔지니어링 분야에서 CFD해석의 용은 향후 지속 으로 증가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1. CFD해석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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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정형 건축물의 CFD해석 결과 그림 3.  비정형 건축물의 CFD해석 결과

감사의 

 본 연구는 국토해양부 첨단도시개발사업의 연구비지원 (과제번호# 09 첨단도시A01)에 의해 수행되었습니

다.

참고문헌

지 , 한상을 (2008) 유체-구조물의 상호작용 알고리즘을 용한 막구조물의 해석, 한건축학회 구조계, 

vol.24, n.3, pp.71-78.

한상을, 후효무 (2009) 풍하 을 받는 이 곡률 막구조물의 동 불안정 상에 한 연구, 한건축학회 구조

계, vol.25, n.4, pp.77-84.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