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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mportance and the interest of wind load have emphasized since the damage of the Jeju World 

cup Stadium and Main Stadium of Busan Asiad in 2002, and the appearance of high-rise buildings. In 

general, a evaluation for the wind load acting on structures have been carried out mainly through the 

wind tunnel test, but this technique has the huge shortcomings that consume too much cost and 

experimental time. However, with the rapid advances on computers, it is possible to analyze the wind 

pressure distribution acting on structures by numerical scheme.

  In this paper, to predict the wind pressure distribution acting on shell structures having the 

various shape by numerical simulation, governing equations of fluid flow and turbulent model is 

formulated. Also, evaluates the wind pressure coefficient in accordance with the structural shape for 

shell structures like as a membrane structures and dome structures.

Keywords: CFD(Computational Fluid Dynamics), Shell Structures, Numerical Simulation, Wind 

Pressure Coefficient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건축구조물에 작용하는 횡방향의 외력 가운데 하나인 풍하 에 한 연구는 2002년 제주 월드컵경기장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의 지붕막이 태풍에 의해 손된 이후로 그 요성이 더욱 증 되었다. 한편, 다양한 

구조물 가운데 셸 구조는 기하학  형상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그 형상에 따른 풍압분포가 크게 달라진다. 

본 논문에서는 실용 인 수치 시뮬 이션을 이용하여 다양한 형상을 가진 셸 구조를 상으로 형상에 따른 

풍압 특성을 평가하고, 형상 변화에 따라 풍압분포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

다.

1.2. 연구의 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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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 시뮬 이션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하여 Kazakevitch(1998)가 풍동실험 한 ×  크

기의 비행기 격납고 막 지붕 구조물을 상으로 풍동실험  수치 시뮬 이션 해석 결과를 비교‧

분석한다. 타당성 검증 후 다양한 형상의 막 구조  돔 구조물과 같은 셸 구조에 용함으로써 

구조물 형상에 따른 풍압분포의 변화를 비교‧평가한다.

수치 시뮬 이션을 수행하기 해 사용한 상용 소 트웨어는 ADINA이고, 유체 해석 수행 시 

시간에 따라 유체 속도에 변화가 없는 정상상태(steady-state) 로 가정하고 해석을 수행한다.

2. 공기 유체 지배방정식의 정식화

2.1. 유체 흐름의 지배방정식

건축구조물 주변에 부는 바람은 유체로 분류되며, 이를 해석하기 해서는 유체 흐름에 한 지

배방정식인 나비에-스톡스 방정식으로 표 해야 한다. 시간평균된 나비에-스톡스 방정식은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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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식 (2) 의  항을 이놀즈 응력 (Reynolds stress) 이라 부르며 물리 으로는 난류

에 의해 발생되는 응력을 의미한다. 이놀즈 응력과 난류 성계수와의 계는 식 (3) 과 같이 나

타낼 수 있고, 식에서  는 난류운동에 지(turbulence kinetic energy)를,  은 난류소산율

(turbulence dissipation rate)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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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공기 도, 는 크로네커 델타 (Kronecker delta), 는 계수를 의미한다.

2.2. 난류모델의 개요

난류운동에 지    난류소산율  의 수송방정식은 각각 식 (5), 식 (6)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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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치 시뮬 이션을 통한 해석의 타당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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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해석모델  경계조건

수치 시뮬 이션을 통한 해석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하여 M. Kazakevitch(1998)가 풍동실험 

한 격납고 막 지붕 구조물을 상으로 하고, 상구조물은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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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격납고 모형

해석조건은 해석 역 내에 있는 구조물에 의하여 불안정한 기류의 흐름에 경계조건이 향을 

받지 않도록 상구조물의 높이를 기 으로 충분히 크게 산정한다.

3.2. 비행기 격납고 막 지붕을 통한 검증

그림2와 같은 풍 방향에 한 윗면  면에서의 풍압계수 분포를 그리면 그림3과 같다.

wind

그림 2 풍 방향

      

a. 윗면에서의 풍압계수 분포도

b. 면에서의 풍압계수 분포도

그림 3 막의 윗면∙ 면에서의 풍압계수 분포도

그림4와 같은 치에서 풍동실험  수치 시뮬 이션을 통해 얻어진 풍압계수를 그래 로 나타내면 그림

5와 같다.

wind

그림 4 풍압계수 측정 치

     

그림 5 풍압계수(풍동실험 vs 수치 시뮬 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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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1과 2는 각각 풍동실험과 수치 시뮬 이션을 통해 얻은 막의 윗면에서의 풍압계수를 나타낸 것으

로, 풍압계수 산정에 있어서 풍동실험 결과와 수치 시뮬 이션 결과는 이론  한계  격자의 조 성으로 인

하여 최  40퍼센트의 차이가 발생하 으나 두 기법의 풍압계수 경향성은 그래  1과 2, 그래  3과 4에서 

보는 것과 같이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타당성 있는 결과를 제시한 것으로 단된다.

4. 셸 구조의 형상 변화에 따른 풍압 특성

4.1. 막 구조 형상 변화에 따른 풍압 특성 평가

본 에서는 안장형 막 구조를 상으로 구조의 높이를 변화시켜 채택한 다양한 형상에 따른 풍압계수를 

비교‧평가한다.

4.1.1 해석모델

해석모델은 그림6과 같은 안장형 막 구조로, 식 (7)에 의해 그 형상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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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안장형 막 구조







(7)

여기서  ,  는 각각  방향,  방향 곡률반경으로, 식 (8)을 통해 얻어진다.

 


 ,  


     (8)

4.1.2 해석모델

그림 7과 같은 풍압계수 측정 치에서 해석모델별 막의 윗면  면에서의 풍압계수는 그림 8과 같다.

그림 7 풍압계수 측정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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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해석모델별 윗면에서의 풍압계수 b. 해석모델별 면에서의 풍압계수

그림 8 막의 윗면∙ 면에서의 풍압계수

4.2. 돔 구조물 형상 변화에 따른 풍압 특성 평가

본 에서는 경간이 10m인 돔 구조물을 상으로 높이  경간 비 변화에 따른 풍압계수를 비교 ‧평가한

다.

4.2.1 해석모델

해석모델은 그림9와 같은 돔 구조물로, 높이(h)  경간(d)비를 변화시킴으로써 총3개의 모델을 선정하

다. 

wind

높이 (h)

X

Z

경간 (d)

X

Y

그림 9 돔 구조물

4.2.2 해석결과

그림10과 같은 돔 구조물 치에서 돔 구조물의 형상에 따른 풍압계수는 그림11과 같다.

x

y

wind

그림 10 풍압계수 측정 치

       

그림 11 돔 구조물 형상에 따른 풍압계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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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모델별로 풍압계수 값을 비교해보면, 해석모델1(기 모델)의 경우 최  정압계수는 0.69, 최  부압계

수는 -0.12이고, 해석모델2의 경우 최  정압계수는 0.85, 최  부압계수는 -0.15, 해석모델3의 경우 최  정

압계수는 0.90, 최  부압계수는 -0.24로 높이  경간 비가 증가할수록 최  정압  부압계수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수치 시뮬 이션을 통한 유체 해석을 수행하 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안장형의 막 지붕 구조물을 상으로 수치 시뮬 이션을 수행한 결과, 풍동실험을 통해 얻어진 풍압계

수와 비교했을 경우 40퍼센트의 차이가 발생하 고, 풍력계수를 비교했을 경우 최 값은 31퍼센트의 차이

가, 최소값은 26퍼센트의 차이가 발생하 다. 이러한 차이는 난류모델의 이론  한계  격자의 조 성 때문

인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풍동실험  수치 시뮬 이션을 통한 풍압계수의 경향은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

으므로 타당성 있는 결과를 제시한 것으로 단된다.

(2) 기 면에서 막 구조의 정(+)곡률  부(-)곡률 최  정 까지의 거리인  ,  를 변화시킴으로써 채

택한 4개의 막 구조를 상으로 수치 시뮬 이션을 수행한 결과, 기 면에서 막 구조의 정(+)곡률 최  정

까지의 거리() 의 증가는 풍압계수 변화에 큰 향을 주지 않으나, 기 면에서 막 구조의 부(-)곡률 최  

정 까지의 거리( ) 의 증가는 풍압계수 변화에 큰 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높이  경간 비가 각각 0.1, 0.15, 0.2인 돔 구조물을 상으로 해석한 결과, 따라서 돔 구조물의 높이 

 경간 비가 증가할수록 그에 따른 풍압계수도 증가함을 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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