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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초고층 빌딩의 구조설계에 있어서 풍하중이 가장 중요한 하중요소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풍하중 산정은 풍동실

험에 의하여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보다 간편하면서도 정밀한 산정방법의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그 방법의 하나로 수치해석적인

접근법인 전산유체역학이 이용되고 있다. 또한 CFD해석은 실제 스케일로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고 시간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을 가

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프로젝트에 대한 연구의 역사와 검증과정이 일천하여 이 해석법에 의한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그 활용은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연구에서 제시된 프로토타입 모델의 풍동실험 결과와 CFD해석을 통한 해석 결과의 비교를 통해

CFD해석의 신뢰도를 입증하며, 더불어 난류강도가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Wind tunnels tests have been evaluating wind load estimation by discussing the most important design

elements in very tall buildings. Such tests have some uncertainties, however, with respect to the data of the reduced model and the

calculated empirical values. In contrast, CFD analysis can simulate the actual scale and shorten the time of simulation. Nevertheless, the

utilization of CFD analysis is negligible because of its low reliability. In this paper, the reliability of CFD analysis will be proven by

comparing the results of a wind tunnel test and CFD analysis for the prototype models shown in previous studies. The effect of the

turbulence intensity on the reliability is also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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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재 일반적으로 풍하중 산정은 풍동실험에 의하여 수행되

고 있다. 최근 고층 건물들의 외관은 전통적인 대칭의 직사각

형이나 삼각형 혹은 원형의 형상에서 벗어나 비정형적인 자유

로운 형태의 디자인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풍하중 산정의

중요도는 더욱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에 따라 초고층 건축

물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전한 설계를 위해서는 풍하중 특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보다 간편하면서도 정밀한 산정방법의 개발

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그 방법의 하나로 수치해석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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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법인 전산유체역학(Computational Fluid Dynamics :

CFD)이 이용되고 있다. 또한, CFD해석은 컴퓨터상에서 실

제 스케일로 모델링 및 수치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고 프로젝트

수행의 소요시간도 단축할 수 있는 효율성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초기 건축계획 단계의 개념설계에서 건축물의 다양한 형

태에 대한 풍거동 특성을 테스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분야에서 이 해석법을 이용해 풍하중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는 다른 공학 분야에 비해서 활성

화 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많은 경험과 시행착

오를 거쳐 확립된 풍동시험에 의한 결과를 CFD해석에 의한 결

과보다 신뢰할 수밖에 없었고, 이 해석법의 보급이 초급단계에

본 논문에 대한 토의를 2012년 6월 30일까지 학회로 보내주시면 토의 회답을

게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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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동일한 모델에 대한 풍동

실험 결과와 CFD해석 결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수치해석 결과

의 신뢰도를 입증하는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기존 연구(Tamura 등, 2010)에서 다루어

진 풍동실험 모델에 CFD해석법을 적용하여 수치해석을 수행

하고, 풍동실험의 결과와 비교 분석을 통해 초고층 건축물의

풍환경 영향평가에 CFD해석의 신뢰도를 입증하며, 또한 난

류강도가 CFD해석 결과의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제

시하고자 한다. 풍동실험 결과와 수치해석 결과의 비교 평가

방법으로는 무차원량인 풍압계수 를 통해 평가하였다.

2. 전산유체역학(CFD) 알고리즘

2.1 전산유체역학(CFD) 개요

먼저, 전산유체역학(CFD,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은 유체의 물리적움직임을 수학식으로표현한 편미분방정식또는

적분방정식들을 컴퓨터를 이용해 유체와 기체의 상호작용을 시뮬

레이션 하여 수치적 방법으로풀어 해를얻는 학문이다.

전산유체역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고려사항은 연속체로

가정한 유체 입자 집합들을 어떻게 컴퓨터상에서 계산이 가

능하도록 이산화 할 수 있는가이다. 그 중 하나는 공간 도메

인(spatial domain)을 매우 작은 공간 격자(volume mesh

or grid)로 이산화하고, 각각의 격자에 대해 비점성 유동에

서의 오일러 방정식이나 점성 유동에서의 나비에-스토크스

방정식식(1) 또는 연속식 식(2)와 같이 지배 방정식을 세워

적절한 수치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다.












 




  (1)




  (2)

식(1)은 운동량의 보존을 표시하고, 식(2)는 질량의 보존

을 표시하며, 위 식들의 표시가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 1, 2, 3 좌표축의 3방향 표시

 : 방향 좌표 표시

 : 속도 벡터의 방향성분의 순간치

 : 단위 밀도당 압력

 : 동점성계수

전산유체역학은 풍동실험과 같이 구조물의 풍압실험을 수행

할 수 있는 동시에 축소모형을 통한 결과가 아니라 실제와

같은 크기의 모델링을 통해서 수치 해석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다. 또한 풍속이나 풍압의 분포 등의 해석결과를 시각적으

로 잘 표현할 수 있다.

2.2 CFD의 최근동향

CFD 해석법을 적용하고 있는 여러 분야의 연구들을 개략

적으로 살펴보면, 선박주위에서 일어나는 파형 및 난류유동

해석과 유체운동 현상을 해석하는데 사용되고 있으며, 자동차

의 경우 엔진소음분야의 소음수준이 많이 감소함에 따라 고

속에서의 발생하는 주요 공력소음에 대한 연구, 연소해석, 자

동차 엔진 실린더 헤드 내의 회전유동 해석 등에 CFD가 적

용되고 있다. 이처럼 전산유체역학(CFD)은 주로 기계, 항

공, 화학 등의 공학 분야에서 열전달, 화학반응, 유체유동 현

상에 대한 시뮬레이션에 적용되어 왔으며, 현재까지도 이러한

추세는 이어지고 있다.

그에 반해 건축분야에서는 환경과 관련된 실내 공조 설비,

화재 등에 의한 방재해석에는 CFD해석이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으나, 건축 구조물의 바람에 의한 풍하중 특성을 파악하는

경우에는 풍동실험에 의존하고 CFD해석의 활용은 활성화 되

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래 그림1은 이해를 돕고자 각

분야에 대해 CFD해석의 적용 예시 그림이다.

그림 1. CFD해석의 적용 예시

3. CFD 해석모델 설계

3.1 CFD 해석모델 기본 개요

본 연구에서 풍동실험과 CFD해석 결과 비교를 위해 기존

연구(Tamura 등, 2010)에 사용된 풍동실험 모델과 동일한

크기의 3D로 모델링을 하였다.

모든 프로토타입(Prototype) 모델들은 동일한 물리조건을

적용하게 되는데, 적용된 물리조건들은 다음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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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sics Models

Space Three Dimensional

Motion Stationary

Time Steady

Material Gas

Flow Segregated Flow

Equation of State Ideal Gas

Viscous Regime Turbulent

Reynolds-Averaged Turbulence  Turbulence

표 1. Prototype Model의 물리적 기본 개요

 Turbulence모델은 난류의 영향이 크지만 수송방정식

을 유도하기 쉽고 다른 방법에 비해 높은 신뢰성을 보이기에

본 실험에서 난류모델로  Turbulence모델을 적용한다.

CFD해석 수행을 위해 필요한 공간 도메인(Domain)의 크

기는 ×× ()이며, 공간도메인의 높이

는 해석모델의 2배 높이이다. 또한 해석 모델은 공간 도메인

의 중앙에 위치하게 된다. 같은 풍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풍속

값과 난류강도 값도 기존연구(Tamura 등, 2010)와 동일하

게 그래프의 형태로 적용하였다. 공간 도메인과 풍속, 난류

강도의 값은 각각 그림 2, 그림 3과 같다.

그림 2. 공간 도메인(Domain) 크기와 바람의 방향

그림 3. 기존연구에 따르는 Velocity & Turbulence Intensity

그림 3에 나타난 점들은 도시의 평균 풍속과 평균 난류강

도를 나타내고, 실선은 기존연구(Tamura 등, 2010)의 실

험에서 적용한 풍속과 난류강도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연구(Tamura 등, 2010)의 결과와 CFD 결과를 비교하

는 것이므로 실선의 풍속과 난류강도를 적용하였다.

3.2 CFD해석 흐름 구성

본 연구에서는 전산유체역학(CFD)해석을 수행하기 위해서

STAR-CD 프로그램으로 구현하였으며, CFD해석을 위한 절

차 및 흐름도는 그림 4와 같다.

그림 4. CFD해석을 위한 절차 및 흐름도

또한 각 단계별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1) 기존연구(Tamura 등, 2010)에서 제시한 프로토타입

(Pro -totype) 모델 형상과 사이즈를 생성하고, CFD

해석 수행에 필요한 공간 도메인(Domain), 물리조건

및 값, 풍속 값, 난류 강도 등 대상 구조물에 대한 데이

터를 분석한다.

2) 기존 연구(Tamura 등, 2010)에서 제시한 프로토타입

을 3D로 모델링 생성한다.

3) 생성된 3D 모델은 CFD해석을 위한 Mesh Generation

을 통해 수행한다.

4) CFD해석을 위한 대상 모델의 물리 조건들을 설정한다.

5) 풍속과 난류 강도 값들을 그래프의 형태로 풍동실험과

동일하게 설정한다.

6) CFD해석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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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CFD해석 결과를 이용하여 대상 모델의 풍하중에 대한

데이터를 업데이트한다.

8) CFD해석에 따른 풍하중 특성을 파악한 뒤 대상 모델의

전반적인 풍압 분포도 형상의 적합성을 판단하고, 적합

하지 않다면 2)단계로 돌아가 3D 모델을 재 생성한다.

9) 적합성에 만족하면 CFD해석 결과를 데이터로생성하여 기

존 연구(Tamura 등, 2010)의 풍동실험 결과와 비교한다.

3.3 난류강도(Turbulence Intensity)와 

난류(Turbulence)란 크고 작은 공기 덩어리가 방향이나 속

도, 강도 등이 불규칙하게 변하면서 소용돌이치는 현상을 말

한다. 난류의 흐름은 그림 5와 같다.

그림 5. 난류의 흐름

풍동실험에서 난류의 강도는 실험의 주요 인자로 인식된다.

난류강도는 다음 식(3)과 같이 정의된다.

  


(3)

여기서, 는 수평방향 평균풍속을 는 수평방향 평균풍

속의 표준편차를 나타낸다.

풍동실험과 CFD해석을 통해 얻게 되는 모델표면의 풍압분

포도를 바탕으로 적용모델의 표면에 생기는 표면형상계수 

값을 가지고 풍동실험과 CFD해석 결과를 비교 해석한다. 비

교계수인 는 평균풍압과 평균속도압의 비로 나타내어진다.

4. 값에 따르는 비교해석

4.1 검증모델

검증 모델의 크기는 바닥 면적이 이고 높이가

이며 모형은  , , 

모델로 3가지이다. 기존 연구(Tamura 등, 2010)에는 더

많은 프로토타입 모델들이 존재하지만, CFD해석 결과와 비

교하기 위한 값은 3가지 모델에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검

증모델은 3가지로만 하기로 한다.

풍속(Velocity)와 난류강도는 기존 연구(Tamura 등,

2010)와 동일하게 그림 3과 같이 그래프로 입력하여 CFD

해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6. 검증예제 모델

4.2 적용예제 1

적용예제 1은 그림 6(a)에 해당하는  모델로

STAR-CD프로그램을 통해서 CFD해석을 수행하여 기존 연

구(Tamura 등, 2010)에서의 풍동실험과 비교하였다.

CFD해석을 위해 적용예제는 3D로 모델링하여 Mesh를

생성한다. Mesh를 생성한 모델은 표 2의 적용예제 기본 개

요에 맞게 산정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7. Square 모델의 Mesh 생성

CFD해석 수행결과  모델의 풍속 분포는 그림 8과

같으며, 그래프의 형태로 바람을 주었기 때문에 높이가 상승



난류강도의 영향을 고려한 초고층 프로토타입 모델의 풍압특성에 관한 수치 해석적 연구

한국강구조학회 논문집 제23권 6호(통권 115호) 2011년 12월 663

할수록 더 빠른 속도로 바람이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한 정면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모델이 받으면서 후면

에서는 소용돌이치는 형태의 와류가 크게 형성되는 모습도

관찰된다. 또한 높이가 상승할수록 바람의 속도가 강해지기

때문에 후면에 생기는 와류의 세기는 최상층 지점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그림 8. Square 모델의 Velocity 분포

그림 9. Square 모델의 평균 풍압 분포도

그림 9는 평균 풍압 분포도로서 정면, 후면, 측면 그리고

 각도에서의 결과이다. 풍압분포도에서 높이가 상승할수록

바람의 속도가 강하기 때문에 모델의 외피에 발생하는 풍압의

분포 또한 상승할수록 크게 나타난다. 그러나 가장 높은 최상

층이 아니라 그보다 조금 낮은 부위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이

유는 모델의 최상층에는 바람이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보다 낮은 부분에서 가장 높은 풍압의 분포를 보인다.

해석된 CFD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풍동실험과 값을 비

교한 결과는 그림 10과 같다.

그림 10에서 알 수 있듯이 기존 연구(Tamura 등, 2010)

의 풍동실험결과를 통해 얻은 모델의 풍압 분포와 그

에 따르는 값을 CFD해석 결과와 비교 해 본 결과 정면과

후면의 풍압 분포의 형태가 일치하며 의 최대값은 모두

0.8의 값을 가져 오차율 0~5%로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

front left rear right front left rear 

(a) 풍동실험결과 

기존연구(Tamura 등, 2010) 

right 

(b) CFD 해석 결과 

그림 10. Square 모델의 비교계수  비교결과

그러나 측면의 경우에는 풍압 분포의 형태가 상이하게 나타나

는 것을 볼 수 있다. 풍동실험과 CFD해석 결과의 차이는 최소

1.1%(±0.6), 최대 41.8%(±12.3)의 오차율을 보인다.

4.3 적용예제 2

적용예제 2는 그림 6(b)에 해당하는  형태의

모델이다. 본 예제 또한 적용예제 1과 동일하게 모든 조건은

기존 연구(Tamura 등 2010)의 풍동실험 모델과 동일한 조

건을 입력하여 해석한다.

밑면이 로 면적 이며 높이가 인 기본

개요 조건에 맞추어 3D로 모델링한  모델 또한

그림 11과 같이 Mesh를 생성한 후 CFD해석을 수행하도록

한다. 4.1절의 적용 예제와 모든 기본 조건은 동일하나 모델

의 각도가 이다.

그림 11. Helical 모델의 Mesh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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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의 풍속과 풍압 분포도는 각각 그림 12,

그림 13과 같이 나타난다. 의 모델을 로 변경하

기만 하여도 적용예제 1의 풍속 및 풍압 분포도의 형태와 다

른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2. Helical 모델의 Velocity 분포

그림 12의 풍속 분포를 살펴보면 앞의 모델의 풍

속 분포와 비교했을 때 후면에 생기는 와류의 형상이 다른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모델의 후면에 생기는 와류의

형상보다  모델의 후면에 생기는 와류의 형상이

더 넓게 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모델의

경우 비틀어진 형상이기 때문에 비틀어진 면을 따라 바람이

지나감으로 인해 모델 보다 후면에 생기는 와류의 퍼

짐의 정도는 더 크게 형성된다. 그러나 와류의 세기는 작게

해석되었다.

그림 13. Helical 모델 평균 풍압 분포도

기존 연구(Tamura 등, 2010)의 풍동실험 결과와 CFD해

석 결과를 통한  비교결과는 그림 14와 같다.

right front left rear right front left rear 

(a) 풍동실험결과 

기존연구(Tamura 등, 2010) 
(b) CFD 해석 결과 

그림 14.  Helical 모델의 비교계수  비교결과

적용예제 1에서는 측면 부분의 풍압 분포도에서 풍압 분포

도의 형태가 차이를 보였으나  모델은 두 해석

결과의 값의 최대 오차율이 13.3%(±7.5)로 경향이

일치하게 나타났으며, 또한 측면의 풍압 분포도의 형태까지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4 적용예제 3

적용예제 3은 형태가 그림 6(c)와 같이 인

모델이다. 모델의 조건은 적용예제 1, 적용예제 2와 동일하

고  각도만 가 되도록 모델링 하였다.

그림 15. Helical 모델의 Mesh 생성

기본 개요에 맞추어  모델을 3D로 모델링

후 그림 15와 같이 Mesh를 생성하여 CFD해석을 하였다.

해석 결과, 풍속 분포와 모델 외피의 풍압 분포도는 각각 그

림 16, 그림 1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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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Helical 모델의 Velocity 분포

그림 16의 풍속 분포는 4.1절 예제의 모델 및

 모델과 비교 하였다. 본 예제도 비틀어진 형상

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람이 면을 따라 와류의 세기는 줄

어든다. 그러나 그 분포는 공간상에 넓게 퍼지는 형상을 가지

고 있다. 본 예제 모델은 비틀어진 정도가 모델

보다 더 크기 때문에 풍속 분포도에서 보이는 와류의 형상은

더 넓은 분포의 형태를 보인다.

그림 17. Helical 모델 평균 풍압 분포도

 모델 또한 CFD해석 수행 결과를 통한 모

델 평균 풍압 분포 값은 그림 18과 같다.

right front left rear right front left rear 

(a) 풍동실험결과 

기존연구(Tamura 등, 2010) 
(b) CFD 해석 결과 

그림 18. Helical 모델의 비교 계수  비교결과

그림 18에서 알 수 있듯이  모델에서도 적용

예제 1, 적용예제 2와 동일하게 풍동실험결과와 CFD해석을

통해 얻은 값의 최대 오차율이 8.9%(±5)로 매우 유사

하며, 풍압 분포의 형태 또한 일치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5. 난류강도의 영향평가

4장의 적용예제 1, 적용예제 2, 적용예제 3은 모두 난류강

도값이 기존 연구(Tamura 등, 2010)의 풍동실험과 동일한

그래프 형태의 값으로 주어진 실험이다.

본 연구에서는 난류강도가 CFD해석 결과 수행에 있어 영

향을 미치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모델의 기본 개요에서

난류강도의 값만 그래프 값이 아닌 값 0.01을 주

어 CFD해석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적용예

제 모델의 기본 개요는 기존 모델들과 동일하게 밑면이 각각

이며 면적은 이다. 또한 높이는 이고 풍

속과 각도는 모두 동일하게 적용한다. 그러나 CFD

해석 수행과정에서 난류강도의 값의 경우, 기존연구는 그래프

의 형태로 주어졌지만 적용예제에서는 값으로

0.01 (1%)의 값을 적용했다.

(a) Turbulence Intensity 
      (Constant : 0.01) 

(c) Turbulence Intensity 
            (Table) 

(b) 풍동실험 

그림 19. 난류강도에 따르는 square 모델의 풍압분포

그림 19는 난류강도에 따른 모델의 풍압 분포 결과이

다. 모델의 경우 박리로 인해 풍직각방향에 발생하게 되

는 난류의 영향이 고려되지 않아 풍동실험과 CFD의 결과가 다소

차이가 생겨 풍방향인 정면과 배면을 중심으로 비교분석 하도록

한다. 위 그림에서 난류강도에 따라 풍압 분포에변화가생기는 것

을알 수 있으며, 난류강도가 그래프의 형태인 경우 0~5%(±2.8

)이고 상수인 경우 12.5%(±43)의 상대 오차율을 보여 그

래프인 경우가 풍동실험 결과와 값이 더 일치하였다.

모델의 난류강도에 따르는 풍압분포의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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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과 같으며, 모델의 해석결과보다 값의 차

이가 작다. 난류의 강도가 그래프인 경우 상대 오차율은 최대

16.7%(±10.2), 상수 값인 경우 상대 오차율은

33.3%(±18.7)로 모델의 경우도 난류강도

가 그래프인 경우가 값이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난류

강도가 그래프인 경우의 풍압 분포가 상수 값일 때 보다 풍

동실험 결과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a) Turbulence Intensity 
      (Constant : 0.01) 

(c) Turbulence Intensity 
            (Table) 

(b) 풍동실험 

그림 20. 난류강도에 따르는 Helical 모델의 풍압분포

모델의 경우도 모델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모델보다는 난류강도에 따른 값의

변화가 크진 않지만 난류강도가 그래프 값인 경우 최대 상대

오차는 0~5%(±3), 상수 값인 경우 최대 상대오차 25%

(±14.1)로 그래프인 경우가 풍동실험과 더 유사하였다.

(a) Turbulence Intensity 
      (Constant : 0.01) 

(c) Turbulence Intensity 
            (Table) 

(b) 풍동실험 

그림 21. 난류강도에 따르는 Helical 모델의 풍압분포

3가지의 프로토타입 모델을 통해 해석한 결과 난류강도는

CFD해석 수행에 있어서 모델의 풍압분포에 영향을 주며, 그 정

도에 있어서는 모델이 풍직각방향에서 발생하는 난류를

고려하지 못해 풍압분포 형상이 차이가 나게 되므로, 

모델보다 난류강도의 영향을 많이받음을알수 있었다.

6. 결 론

본 연구는 풍동실험과의 비교를 통해 CFD 해석의 신뢰도

입증과 또한 풍하중 시뮬레이션에 있어 난류강도의 영향 특

성에 대해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CFD해석 수행결과의 신뢰도 입증을 위한 프로토타입 모델

기본 조건은 기존 연구(Tamura 등, 2010)와 동일한 조건

으로 하였고, 모델의 풍압분포와 비교계수 를 풍동실험과

비교하기로 한다. 그 결과 모델의 경우를 제외하고

,  2가지 모델이 기존 연구

(Tamura 등, 2010)의 풍동실험 결과와 유사한 풍압분포의

양상을 보였다. 모델의 경우 풍방향인 정면과 배면에

대한 풍압분포와 값은 같은 양상을 보이지만, 풍직각방향

인 측면에 대해서는 풍압분포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는 박리

계층으로 인한 측면에 발생하는 난류의 영향을 CFD해석에서

고려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오차로 사료된다. 또한 CFD

해석 수행과정에 있어 3가지 모델 모두 난류강도의 값이 일

정한 상수 값인 경우보다 풍동실험과 같은 그래프 값으로 주

어졌을 때 풍압분포 양상과 값이 해석 결과의 신뢰도가

더 높게 도출되었다. 그림 19, 그림 20, 그림 21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난류의 영향이 큰 모델의 경우가 두

모델에 비해 난류강도에 대한 영향이 더 큼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난류에 대한 영향이 모델보다 

모델이 더 작고, 모델과 같이 난류에 대한 영향력이

작은 모델에 대해서는 해석 결과의 신뢰도가 큼을 입증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모델의 경우 풍직각방

향인 측면에 대해 차이를 보이는 면에 대해서는 그 오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측면에 발생하는 오차는 박리

로 인해 발생하는 와류의 영향에 대해 실제 풍동실험과는 달

리 CFD해석에서는 난류모형으로 가정하여 난류가 등

방성을 가지게 됨으로 인해 CFD해석 값이 항상 더 크게 된

다. 따라서 향후 박리경계층에 의해 발생하는 난류를 고려해

야하는 모델의 경우에는 측면 오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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