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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haracteristics of flow around a single obstacle with fixed height and varied length and width are numerically 
investigated using a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 model. As the obstacle length increases, flow distortion near 
the upwind side of the obstacle increases and the size of the recirculation zone behind the obstacle also increases. As 
the obstacle width increases, the size of the recirculation zone decreases, despite almost invariable flow distortion near 
the upwind side of the obstacle. Flow passing through an obstacle is separated, one part going around the obstacle and 
the other crossing over the obstacle. The size of the recirculation zone is determined by the distance between the obstacle 
and the point (reattachment point) at which both the flows converge. When the obstacle width is relatively large, flows 
are reattached at the obstacle surface and their recoveries occur. Resultant shortening of the paths of flows crossing over 
and going around decreases the size of the recirculation zone. To support this, the extent of flow distortion defined based 
on the change in wind direction is analyzed. The result shows that flow distortion is largest near the ground surface and 
decreases with height. An increase in obstacle length increases the frontal area fraction of flow distortion around the 
obstacle. In the cases of increasing the width, the frontal area fraction near the upwind side of the obstacle does not change 
much, but near the downwind side, it becomes larger as the width increases. The frontal area fraction is in a better correlation 
with the size of the recirculation zone than the building aspect ratios, suggesting that the frontal area fraction is a good 
indicator for explaining the variation in the size of the recirculation zone with the building aspect rat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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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건물이나 구조물 등의 장애물은 기류에 대한 역학적

인 외력으로 작용하여 흐름을 분리하는 등 복잡한 흐름 

패턴을 유발시킨다. 바람을 맞는 장애물의 풍상측 면에

서는 정체점 (stagnation point)이 형성되며, 정체점 위로

는 상향 흐름이 생겨서 장애물을 넘어가는 흐름이 형성

되고 아래로는 하향 흐름이 생겨서 결과적으로 장애물

을 감싸고 돌아가는 편자 소용돌이 (horse-shoe vor-
tex)가 형성된다 (Fig. 1a). 흐름 분리는 장애물의 양쪽 

측면, 지붕 모서리 부근, 장애물 풍하측에서도 일어나

며, 결과적으로 각각 양쪽 측면에 에디 순환, 지붕 위에 

재순환 지역 (recirculation zone), 장애물 풍하측에 공동 

영역 (cavity region)이라고도 불리우는 재순환 지역이 

형성된다. 이와 같이 기류에 대한 역학적 외력으로 작용

하는 장애물은 주위의 바람장과 대기 오염 물질의 확산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흐름 분리에 의한 복잡한 흐름 

패턴은 장애물 근처에 국한되어 나타나지만, 장애물에 

의한 기류의 왜곡 (distortion)은 풍상측과 풍하측의 상

당한 거리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Fig. 
1b). 장애물에 의한 흐름 분리와 왜곡 현상은 기상 관측 

타워와 주변 건물 등 장애물의 상대적인 위치를 감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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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low patterns (a) over a three-dimensional cube in 
a turbulent boundary layer (from Hosker, 1984) and (b) 
around a two-dimensional wall or a building (from Arya, 
1999).

때, 지상 관측 자료의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

고 장애물 주변에서 오염 물질 (또는 유독 물질)의 배출 

위치에 따른 확산 특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장애물에 의한 흐름 분리와 왜곡이 주변 기류의 흐름과 

확산 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장애물 주위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유입

되는 기류의 풍속과 풍향, 난류 강도, 대기 안정도 등과 

같은 기상학적인 요인과 장애물의 크기와 구조 등 장애

물의 기하학적인 요인이 있다. 유입 풍속 증가는 장애물

과의 강한 충돌을 야기하고 흐름 왜곡과 흐름 분리 영역

을 크게 하여 결과적으로 재순환 영역의 크기를 증가시

키지만 유입 난류 강도의 증가는 장애물 주위에서 일어

나는 흐름 왜곡과 흐름 분리 영역을 감소시켜 결과적으

로 재순환 영역의 크기를 감소시킨다 (Kim et al., 2006). 
그리고 안정한 대기에서 장애물 풍하측에 형성되는 재

순환 영역의 크기는 감소한다 (Zhang et al., 1996). 장
애물의 대표적인 기하학적인 요인은 장애물 높이와 길

이의 비, 높이와 너비의 비, 또는 길이와 너비의 비로 

정의할 수 있는 외관비이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장애물 높이 변화에 따른 재순환 영역의 크기 변화에 

중점을 두어 왔으며 재순환 영역의 크기는 장애물 높

이에 의해 주로 결정된다고 알려져 왔다. 장애물 주위

에서 일어나는 흐름 왜곡과 분리의 범위에 따라 재순

환 영역 크기가 변화하며 흐름 분리 후 장애물 표면에

서 흐름의 재부착 (reattachment)이 일어난다는 사실

을 고려할 때, 재순환 영역의 크기는 장애물의 너비나 

길이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애물의 기하학적인 요인이 장애물 주위 흐름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장애물 너비, 길이, 
높이의 체계적인 변화에 따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전산유체역학 모형을 이용하여 육면

체 모양의 장애물 길이와 너비를 체계적으로 변화시킴

으로써 장애물 외관비가 주변 바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2. 수치 모형과 모형 검증

2.1 수치 모형

본 연구에서는 장애물 주위의 흐름을 더욱 실제적

으로 재현하도록 Kim and Baik (2004)의 수치 모형을 

보완하였다. 이 모형은 재규격화군 (renormalization 
group, RNG) 이론에 근거한 k-ε 난류 모형을 포함하

며 벽면 함수를 이용한 경계 조건을 사용한다. 3차원, 
비정수, 비회전, 비압축 대기 흐름을 가정한 레이놀즈 

평균한 지배 방정식계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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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Km은 운동량에 대한 난류 확산 계수이고 δij는 

Kronecker delta이며 k는 난류 운동 에너지이다. RNG 
k-ε 난류 모형에서 Km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2

εµ
kCK m = (4)

여기서 Cµ는 경험 상수이다. 
난류를 모수화하기 위하여 Yakhot et al. (1992)이 

제시한 RNG k-ε 난류 모형을 이용하였다. 이 모형은 

비평형 응력 변형률 (strain rate)을 고려하기 위해 난류 

운동 에너지의 소멸률 방정식에 추가적인 소실항 (R)
을 고려하고 다른 상수 값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표준 

k-ε 난류 모형과 다르다 (Tutar and Oguz, 2002). 난류 

운동 에너지와 그 소멸률 (ε)에 관한 예단 방정식은 다

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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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σk, σε, Cε1, Cε2는 경험 상수이다. 식 (6)의 우변 

마지막 항이 추가된 응력 변형률로서 다음과 같이 표

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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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RNG k-ε 난류 모형에서 사용한 상수 값이다 

(Yakhot et al., 1992).

(Cµ, σk, σε, Cε1, Cε2, β0, η0) = 
(0.0845, 0.7179, 0.7179, 1.42, 1.68, 0.012, 4.377).     (9)

지배 방정식 계는 유한 체적법 (finite volume method)과 

SIMPLE (Semi-Implicit Method for Pressure-Linked 
Equation) 알고리즘 (Patankar, 1980)을 이용하여 엇갈림 

격자 계에서 수치적으로 푼다. 계산 효율 향상을 위하여 

비균등 격자 계를 사용하였다. 비균등 격자 계에 대한 자

세한 내용은 김재진과 백종진 (2005a)에 제시되어 있다. 

2.2 모형 검증

본 연구를 위해 Kim and Baik (2004)의 전산유체역

학 모형에서 벽면 경계 조건 적용에 필요한 마찰 속도

의 결정 방법을 개선하였다. 기존의 모형에서는 벽면

으로부터 첫 번째 격자점에서의 속도와 거칠기 길이를 

이용하여 마찰 속도를 결정하였으나, 이 연구에서 사

용한 모형에서는 난류 운동 에너지와 경험 상수 (Cµ)
를 이용하여 마찰 속도를 결정하였다. Fig. 2는 Brown 
et al. (2000)의 풍동 실험과 Kim and Baik (2004)의 

수치 실험 결과와 비교한 바람 벡터장을 나타낸다. 본 

연구와 Kim and Baik (2004) 모두 첫 번째 장애물 풍

상측의 소용돌이와 지붕 위의 재순환 영역, 장애물 사

이 공간 (이른바, 도시 협곡)의 소용돌이 등을 잘 재현

함을 볼 수 있다. Kim and Baik (2004)에서는 도시 협

곡 내의 풍속이 Brown et al. (2000)에 비해 전체적으

로 약하게 수치 모사되었다. 특히, 지면 근처의 풍속은 

풍동 실험에 비해 약하게 수치 모사하고 있다 (Fig. 
2a). 개선된 전산유체역학 모형은 첫 번째 장애물 풍상

측 소용돌이의 강도를 약하게 수치 모사한 것을 제외

하고는 풍동 실험 결과를 잘 재현하고 있다 (Fig. 2b). 두 

번째 도시 협곡에서 조사한 수평 성분 바람과 연직 성분 

바람의 연직 분포 (Fig. 2c)를 보면, Kim and Baik (2004)
의 결과를 상당히 개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가 Brown et al. (2000)의 결과와 거의 일치하

여 나타나는데, 이는 개선된 전산유체역학 모형이 도시 

협곡 내 형성된 소용돌이의 강도 뿐 만 아니라 형태까지

도 잘 재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난류 운동 에

너지의 연직 분포 (Fig. 2d)를 보면,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전산유체역학 모형이 Kim and Baik (2004)에 비해 개선

되었으나 지붕 고도 위의 난류 운동 에너지를 풍동 실험

에 비해 낮게 수치 모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난류 운동 

에너지의 수치 모사에 있어서 개선 정도가 비교적 떨어

지지만, 본 연구에서 개선된 전산유체역학 모형은 도시 

지역에서 건물 등 장애물에 의해 형성되는 바람장을 수

치 모사하는데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3. 실험 설계

전산유체역학 모형을 이용한 도시 지역 흐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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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 Top view and (b) side view of the computational
domain and grid system in the control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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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Wind vector fields of (a) Kim and Baik (2004) and
(b) this study (wind vectors in red indicate the wind-tunnel
results by Brown et al. (2000)) and vertical profiles of (c)
horizontal and vertical velocities and (d) turbulent kinetic
energy in the second street canyon.  

한 수치 모사 실험에서 수치 모사하고자 하는 대상이

나 모형이 채택하는 경계 조건에 따라 계산 영역의 크

기가 달라져야 한다. COST (European Cooperation in 
the field of Scientific and Technical Research)는 다

양한 크기와 모양의 건물이 존재하는 도시 지역 흐름

을 수치 모사할 경우, 장애물로부터 풍상측 경계까지

는 가장 큰 장애물 높이 (H)의 5배 이상, 측면 경계까

지 거리가 5H 이상, 풍하측 경계까지 거리가 15H이상, 
그리고 상층 경계까지 거리가 6H 이상이 되도록 계산 

영역을 설정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COST Action 

732, 2007). 또한 Versteeg and Malalasekera (1995)는 

유출 경계에서 경도가 0인 경계 조건을 적용하기 위해

서는 장애물로부터 10H 이상이 되도록 계산 영역을 

설정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물 길

이 (L)와 높이 (H)의 비와 너비 (W)와 높이의 비가 각

각 1인 경우를 규준 실험으로 하였고, 장애물 높이는 

일정 (H = 20 m)하고 장애물 너비와 길이를 변화시킴

으로써 장애물 외관비가 흐름과 확산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Fig. 3은 규준 실험에 대한 계산 영역을 나

타낸다. x, y 그리고 z 방향 셀의 개수는 각각 80, 56, 
40이다. 가장 작은 셀 크기는 2 m × 2 m × 2 m 이고 가

장 큰 셀의 크기는 10.1 m × 10.1 m × 10.1 m이다. 계
산 영역의 크기는 351.5 m × 222.4 m × 159.5 m이다. 
셀의 팽창률은 1.1 이하이다. 장애물로부터 유입 경계, 
측면 경계, 유출 경계, 상층 경계까지 거리는 각각 약 

5H, 5H, 12H, 7H이다. Table 1은 수치 실험에 대한 자

세한 내용을 기술한 것이다. 모든 경우에 시간 간격을 

0.1초로 하여 3600초 동안 수치 적분하였고 수평 방향 

계산 영역의 크기를 변화시킴으로써 장애물로부터 계



김재진  385

Table 1. Summary of the obstacle dimensions in CFD model simulations (H, L, and, W indicate the height, length, and
width of obstacles, respectively). 

Experiments H (m) L (m) W (m) L/H W/H
control 20 20 20 1 1.0

L/H = 0.5 20 10 20 0.5 1.0
L/H = 1.5 20 30 20 1.5 1.0
L/H = 2.0 20 40 20 2.0 1.0
L/H = 2.5 20 50 20 2.5 1.0
L/H = 3.0 20 60 20 3.0 1.0
L/H = 3.5 20 70 20 3.5 1.0
L/H = 4.0 20 80 20 4.0 1.0
L/H = 4.5 20 90 20 4.5 1.0
L/H = 5.0 20 100 20 5.0 1.0
W/H = 0.5 20 20 10 1.0 0.5
W/H = 1.5 20 20 30 1.0 1.5
W/H = 2.0 20 20 40 1.0 2.0
W/H = 2.5 20 20 50 1.0 2.5
W/H = 3.0 20 20 60 1.0 3.0
W/H = 3.5 20 20 70 1.0 3.5
W/H = 4.0 20 20 80 1.0 4.0
W/H = 4.5 20 20 90 1.0 4.5
W/H = 5.0 20 20 100 1.0 5.0

산 영역까지의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하였다.    
바람과 난류 운동 에너지 그리고 그 소멸률에 대한 

유입 경계 조건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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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U*, z0, κ, δ는 각각 마찰 속도, 거칠기 길이, 
von Karman 상수 (= 0.4), 그리고 경계층 두께 (= 1000 
m)를 의미한다. 상층 경계에서는 바람 시어가 0인 경

계 조건이 적용되고 측면 경계와 유출 경계에서는 경

도의 크기가 0인 경계 조건을 사용하였다. 하층 경계와 

구조물 표면에서는 벽면 함수를 이용한 경계 조건을 

사용하였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재진과 백종

진 (2005b)에 기술되어 있다. 

4. 결과와 토의

Fig. 4는 규준 실험에 대한 바람 벡터장을 나타낸다. 
장애물에 의한 흐름 분리와 왜곡을 확인할 수 있다. 지
상 1 m (z/H = 0.05)에서 조사한 바람 벡터장 (Fig. 4a)
을 보면, 장애물 풍상측 면 근처에서 흐름 분리가 일어

나서 장애물을 돌아가는 흐름이 형성된다. 장애물의 

양 옆면에는 흐름 분리에 의해 에디 순환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장애물 풍하측의 재순환 영역에서는 

y/H = 0에 대해 대칭인 이중 에디 순환이 형성되며 재

순환 영역의 풍하측으로 형성된 wake 경계를 확인할 

수 있다. 장애물에 의한 풍상측 흐름 분리와 왜곡은 상

층으로 갈수록 감소하고 이에 따라 장애물 양 옆면에 

나타나는 에디 순환의 크기도 감소하며 장애물 풍하측

의 재순환 영역도 좁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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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Wind vector fields at (a) z/H = 0.05, (b) z/H = 0.5, (c)
y/H = 0.0, and (d) y/H = 0.5 in the control experiment.

obstacle aspect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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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he size of the recirculation zone (lre) normalized by
the obstacle height (H) with the obstacle aspect ratios (L/H
and W/H).

4b). 연직 방향의 바람 벡터장 (Figs. 4c와 4d)을 보면, 
장애물 풍상측 사면 (z/H ≈ 0.7)에 정체점이 형성되고 

정체점 아래로 하강 기류가 형성되며 결과적으로 장애

물을 끼고 돌아 풍하측까지 뻗어 있는 편자 소용돌이

가 형성된다. 장애물의 지붕 위에서는 흐름 분리가 일

어나지 않았다. 
Fig. 5는 장애물 외관비에 따른 재순환 영역의 크기

를 나타낸다. 재순환 영역의 크기는 장애물로부터 흐

름 재부착이 일어나는 지점 중 가장 먼 거리 (y = 0에 

나타난 재부착점과 장애물 사이의 거리)로 정의하였

다. 장애물 길이 (L)가 증가함에 따라 재순환 영역의 

크기가 증가하였다. 장애물 길이가 길어지고 이에 따

라 장애물 양 옆 흐름 왜곡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장애

물을 돌아가는 흐름 경로가 길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

로 장애물을 넘어오는 흐름과의 수렴이 더욱 멀리서 

일어나게 된다. 특히, L/H가 1.5 이하인 경우에 장애물 

길이 증가에 대한 재순환 영역의 크기 증가 폭이 상대

적으로 컸고 그 이상의 외관비에서는 상대적으로 완만

한 선형적 증가 경향을 보인다. 이에 반해, 장애물 길이

가 일정 (L/H = 1)하고 장애물 너비 (W)가 증가하는 경

우에는 재순환 영역의 크기는 감소하였다. 장애물 너

비가 높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경우 (W/H ≤ 1.5)
에는 너비 감소에 따른 재순환 영역 크기 증가 폭이 상

대적으로 크지만 너비가 상대적으로 넓은 경우에는 너

비 증가에 따라 비교적 완만하게 감소한다. 장애물 너

비와 높이의 비가 5인 경우에는 규준 실험에 비해 재순

환 영역의 크기가 약 1/2로 감소하였다. 
장애물 길이 (L)가 증가하면서 장애물 풍상측에 형

성된 흐름 분리와 왜곡이 일어나는 범위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6). 그리고 장애물 풍하측에 형

성된 재순환 영역의 크기도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장애물에 부딪힌 흐름은 흐름 분리에 의해 일부는 장

애물을 돌아가고 일부는 장애물을 넘어 가게 된다. 이 

두 흐름이 장애물 풍하측의 재부착점에서 수렴하면서 

흐름 회복이 시작되며 장애물과 재부착점 사이에 재순

환 영역이 형성된다. 따라서 장애물 길이의 증가는 장

애물을 돌아가는 흐름 경로를 증가시킴으로써 재부착

점 (장애물을 넘어가는 흐름과 수렴이 일어나는 지점)
과 장애물 사이의 거리를 증가시킨다. 이에 따라 재순

환 영역의 크기가 증가하게 된다. 장애물 길이 증가에 

의해 돌아가는 흐름이 이동하는 경로가 직접적으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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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Wind vector fields at z/H = 0.05 in the cases of (a) L/H = 2, (b) L/H = 3, (c) L/H = 4, and (d) L/H = 5.

가할 뿐 만 아니라 y 방향으로의 흐름 왜곡 범위가 증

가하면서 분리된 흐름이 장애물을 더욱 멀리 돌아가게 

된다. 
장애물에 의해 흐름이 왜곡된 정도가 장애물 풍하

측에 형성된 재순환 영역의 크기에 미치는 영향은 장

애물 너비 (W)를 증가시킨 결과로부터 볼 수 있다. 장
애물 너비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장애물 풍상측 흐름 

분리나 장애물 측면으로 흐름이 왜곡된 정도는 거의 

변화가 없다 (Fig. 7). 그러나 장애물 너비가 증가하면

서 장애물 풍하측에 형성된 재순환 영역의 크기가 감

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너비가 비교적 큰 장애물 

(Figs. 7b, 7c와 7d)의 경우에는 장애물 풍상측 양 옆에 

형성된 에디 순환 뒤에 장애물 측면으로의 흐름 재부

착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흐름 재부착에 의해 흐

름 회복이 시작되면서 장애물에 거의 평행하게 바람이 

불어나가게 된다. 이에 따라 장애물 풍하측에 형성된 

재순환 영역의 y 방향으로의 폭이 장애물 범위 (-0.5 < 
y < 0.5)에 제한되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결과적

으로 장애물 너비의 증가는 장애물 측면에서 흐름 재

부착과 흐름 회복을 일으켜서 장애물을 돌아가는 흐름 

경로를 단축시켰다. 이에 따라 장애물 풍하측에서 장

애물을 넘어오는 흐름과의 수렴을 촉진하여 재순환 영

역의 크기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장애물에 의해 흐름이 왜곡되는 범위를 정량적으로 

정의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흐름 왜곡 범위를 다음

과 같이 풍향이 일정 정도 이상 변화한 지점으로 정의하

여 장애물이 주변 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20
),,(or

20
),,( πθπθ >> zyxzyx uwuv (15)

여기서, θuv(x,y,z)와 θuw(x,y,z)는 각각 U와 V, U와 W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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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The frontal area fraction with the ratios of the (a) 
length to height (L/H) and (b) width to height (W/H) of the 
obstacle.   

Fig. 7. Wind vector fields at z/H = 0.05 in the cases of (a) 
W/H = 1.5, (b) W/H = 2.5, (c) W/H = 3.5, and (d) W/H = 4.5.

이루는 각도를 나타낸다. 즉, 어느 지점의 풍향이 9° 이
상 편향이 되었다면, 그 지점은 장애물에 의한 흐름이 

왜곡되었다고 정의하였다. 흐름 왜곡을 정의하는 임계

값이 임의적이기는 하지만, 흐름 왜곡의 범위를 정성

적으로 파악하는데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Fig. 8은 

y-z 평면에서 흐름 왜곡이 일어난 면적이 차지하는 비

율을 나타낸 것이다. 장애물의 풍상측 모서리 부근에

서 흐름 왜곡이 최대가 되며 풍하측으로 갈수록 감소

하다가 재순환 영역 부근에서 다시 증가한 후 점차 감

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장애물 너비가 일정한 경우 

(Fig. 8a)에는 장애물 길이가 증가함에 따라 흐름 왜곡

이 일어나는 범위가 풍상측과 풍하측으로 더 확대되며 

흐름 왜곡이 일어나는 면적도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

다. 반면, 장애물 너비가 증가하는 경우 (Fig. 8b)에는 

흐름 왜곡이 장애물 풍상측 면으로부터 일정하게 떨이

진 지점에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장애물 풍상측 

부근에서 흐름 왜곡이 최대가 되지만 장애물에 정체점

이 형성되고 흐름 회복이 일어나면서 흐름 왜곡 범위

가 거의 일정하게 나타나며 장애물 풍하측에서 점차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장애물 너비가 증가하

여도 흐름 왜곡 범위의 최대값은 일정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흐름 왜곡의 공간적 분포를 파악하기 위하여 장애

물의 풍상측 면과 재순환 영역이 시작되는 장애물 풍

하측 면 근처에서 단면도 (Fig. 9)를 조사하였다. 장애

물 길이를 변화시킨 경우, 장애물 풍상측 면 부근에서

는 장애물 길이가 증가함에 따라 흐름 왜곡이 일어나

는 범위가 연직 방향과 수평 방향으로 점차 증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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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The vertical extents to which flow distortion occurs
near the upwind side [(a) and (c)] and downwind side [(b)
and (d)] of the obstacle with L/H [(a) and (b) and W/H [(c)
and (d)] rat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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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The scatter plots between the size of the recirculation
zone (lre) and the extents to which flow distortion occurs with
(a) L/H and (b) W/H ratios.

것을 볼 수 있다 (Fig. 9a). 규준 실험의 경우, 연직 방

향으로 약 1.35H 높이까지 흐름 왜곡이 나타났고 수평 

방향으로는 장애물 측면 경계로부터 약 1.55H 거리까

지 흐름 왜곡이 나타났다. L/H = 5인 경우에 흐름 왜곡

은 연직 방향으로는 약 1.95H 높이까지 장애물 측면 

경계로부터 약 2.80H까지 나타났다. 장애물 풍하측 면 

근처의 흐름 왜곡은 풍상측 면 부근에 비해 상대적으

로 작은 범위에 존재하는데, 규준 실험의 경우 연직 방

향으로는 장애물 높이까지 수평 방향으로는 장애물 측

면 경계로부터 약 1.19H 거리까지 나타났고 L/H = 5
인 경우에는 연직 방향으로 약 1.30H 높이까지 수평 

방향으로는 장애물 경계로부터 약 2.50H 거리까지 나

타났다 (Fig.9b). 즉, 장애물 높이가 일정할 때, 장애물 

길이가 증가하면 장애물에 의한 흐름 왜곡이 더 높은 

고도까지 그리고 장애물 경계로부터 더 먼 곳까지 발

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장애물 너비를 변화시킨 경우, 
장애물 풍상측 면 부근에 나타난 흐름 왜곡의 범위는 

규준 실험과 거의 같았다 (Fig. 9c). 그러나 풍하측 면 

부근에서는 장애물 너비가 증가함에 따라 흐름 왜곡이 

일어나는 범위가 수평방향으로 다소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W/H = 5인 경우에는 흐름 왜곡 범위가 규준 

실험 (약 1.19H)에 비해 크게 감소하여 수평 방향으로 

장애물 측면 경계로부터 0.15H 거리까지 나타났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순환 영역의 크기와 장

애물 주위의 흐름 왜곡 범위는 두 종류의 장애물 외관

비 (L/H와 W/H)에 따라 복잡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장

애물 외관비에 따른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어렵

다. 따라서 장애물에 의한 흐름 왜곡과 재순환 영역의 

크기와의 상관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흐름 왜곡이 나타

나는 면적비에 대한 재순환 영역 크기 변화를 조사하

였다 (Fig. 10). 장애물 풍상측 면 부근에서 조사한 결

과 (Fig. 10a), 장애물 길이 변화에 대해서는 흐름 왜곡 

범위와 재순환 영역 크기가 선형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장애물 너비 변화에 대해서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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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The horizontal extents to which flow distortion oc-
curs at z/H = 0.5 with (a) L/H and (b) W/H ratios.

한 상관성을 찾기 어렵다. 이는 장애물 풍상측 면 부근

의 흐름 왜곡 범위가 장애물 너비에 상관없이 일정하

게 나타나며 (Fig. 9c), 장애물 표면에서 흐름이 회복되

는 정도에 따라 재순환 영역의 크기가 결정되기 때문

이다. 풍하측 면 부근에서 조사한 결과에서는 두 경우 

(W/H = 5.0, 4.5)를 제외하고는 뚜렷한 선형적인 상관

성을 볼 수 있다 (Fig. 10b). 다시 말해서, 재순환 영역

이 시작되는 장애물 풍하측 면 부근의 흐름 왜곡 범위

가 두 종류의 장애물 외관비에 따른 재순환 영역 크기 

변화를 동시에 잘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

는 외관비에 따른 재순환 영역 크기 변화 (Fig. 5)에 비

해 일관성 있는 상관성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재순

환 영역이 시작되는 지역 (장애물 풍하측 면 부근)에서 

흐름이 왜곡된 범위가 넓을수록 재순환 영역이 수평 (y 
방향)과 연직 방향으로 확장되며 결과적으로 장애물을 

돌아오거나 넘어오는 흐름 경로와 수렴 지점을 연장시

킴으로써 재순환 영역의 크기를 증가시킨다.   
다음은 장애물에 의해 흐름이 왜곡되는 범위를 수

평적으로 조사하였다. 흐름 왜곡은 상층보다는 하층에

서 넓게 분포하는데 (Fig. 9), 지상 기상 관측 고도인 

10 m의 흐름 왜곡 범위를 대상으로 하였다. 규준 실험

의 경우, 장애물 측면 방향으로의 영향 지역은 다소 작

지만 장애물 풍하측으로 약 2.4H 거리까지 풍향 영향

을 받게 된다. 장애물 길이가 증가함에 따라 풍향이 변

화하는 영역이 확대되는데, 측면 방향으로는 1.5H 거
리까지, 풍하측으로는 전 범위에서 장애물에 의해 편

향되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11a). 장애물 너비를 변

화시킨 경우에는 너비가 증가할수록 풍하측에서 편향

되는 범위가 감소하지만 풍상측에서 편향되는 범위는 

너비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편향되는 

범위가 대체로 비교적 좁은 범위에 한정되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11b).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상 관측 

타워가 주변 건물로부터 충분히 떨어져 있지 않으면 

건물에 의한 흐름 왜곡의 효과가 관측 자료에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요약과 결론

벽면 경계 조건을 개선한 전산유체역학 모형은 장애

물 경계 부근의 흐름을 더욱 현실적으로 수치 모사하였

다. 개선된 전산유체역학 모형을 이용하여 장애물 외관

비가 장애물 주변 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외관비 변화에 따른 흐름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장애물 높이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길이와 너비를 변화

시켰다. 장애물 길이가 증가함에 따라 장애물 풍상측 

면 부근에서는 흐름 왜곡의 범위가 증가하였고 장애물 

풍하측 재순환 영역의 크기도 증가하였다. 장애물 너

비가 증가한 경우에는 풍상측 면 부근의 흐름 왜곡 범

위는 일정하였으나 풍하측 재순환 영역의 크기는 감소

하였다. 장애물에 의해 흐름 분리가 일어난 후, 일부는 

장애물 주위를 돌아 흐르게 되고 일부는 장애물을 넘

어서 흐르게 된다. 재순환 영역의 크기는 두 흐름의 수

렴이 일어난 지점과 장애물과의 거리에 의해서 결정되

는데, 장애물 너비가 비교적 큰 경우에는 왜곡된 흐름

이 장애물 표면에서 재부착되고 흐름 회복이 시작된

다. 이에 따라 수렴이 일어나는 거리가 단축되면서 재

순환 영역의 크기가 감소하였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

하여 장애물에 의한 풍향 변화를 기준으로 흐름 왜곡 

범위를 정의하였다. 흐름 왜곡은 지면 근처에서 가장 

크게 일어났고 상층으로 갈수록 감소하였다. 장애물 

길이가 증가한 경우에는 흐름 왜곡 범위가 증가하였으

나 장애물 너비가 증가한 경우에는 장애물 풍하측 부

근에서의 감소폭만 차이를 보였다. 이를 토대로 재순

환 영역이 시작되는 장애물 풍하측 면에서의 흐름 왜

곡 범위에 따른 재순환 영역의 크기를 조사한 결과, 둘 

사이에 선형적인 비례 관계를 찾을 수 있었다. 즉, 흐름 

왜곡 범위가 장애물 외관비에 따라 변화하는 재순환 

영역 크기를 설명하는 좋은 지표가 될 수 있음을 의미

한다. 본 연구 결과는 지상 기상 관측탑과 주변 건물 사

이의 거리가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을 경우, 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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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 자료의 품질이 저하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물의 외관비가 주변 흐름에 미

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다음 연구에서는 장애물이 

일정한 외관비를 갖을 때, 유입되는 풍속이나 풍향의 

변화가 장애물 주변 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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