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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ar-Wall Flow Analysis Using Wall Function in LES Code(FDS5)

장용준†

Yong-Jun Jang

ABSTRACT

Recently developed FDS5 CFD code has employed a near-wall flow treatment method which is 

Werner-Wengle wall law provided by 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In this study, the 

wall law has been verified against DNS(Direct Numerical Simulation) data in the parallel plate. The   was 

kept above 11 to fulfill the near-wall flow requirement in the grid generation. The total grid was 32×32×32. 

The boundary condition for inlet and outlet was periodic condition and for both side, symmetric condition was 

used. The fully developed turbulent flow was generated and Re = 10,700. The simulated results were 

compared with DNS data. RANS results were also used for verification.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가장 최근에 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에서 LES(large eddy 

simulation)기법을 사용하여 개발한 3D 화재유동 해석용 FDS5의 중요한 기능 중 Werner-Wengle wall law

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평행 평판에서의 유동을 조사하였다. 격자 형성을 위하여   값은 11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총 사용격자는 32×32×32를 사용하였다. 입구와 출구에서는 반복(periodic) 경계조건

이 주어졌고, 양측면에서는 대칭(symmetry) 경계조건이 주어졌다. 충분히 발달된 난류에서의 유동조건을 조

사하기 위하여 Re=10,700을 사용하였다. 시뮬레이션으로 구하여진 결과는 DNS(Direct Numerical 

Simulation) 결과 및 이론값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FDS 결과를 RANS의 난류 유동 해석 결과와도 비

교하였다.  

1. 서론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를 계기로 철도화재안전 사업이 2005년 이후 계속하여 진행 되어왔으

며, 지하역사에서의 화재안전 시설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하역사 환기 및 제연 시설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왔다. 지하역사 제연 시설 연구를 위하여 실험적인 방법[1]이 시도되어왔지만 실제 화재 상황

과 동일한 열부력 효과를 발생시키데 있어서 문제점 및 화재 강도를 높이는데 있어서의 한계 점 등으로 

많은 제약을 받았다. 또 다른 연구 방법으로는 CFD를 활용한 역사 화재 제연 연구[2]가 병행하여 수행

되어 왔다.   

  CFD 연구에서는 RANS 기법을 활용한 연구[2]와 LES를 활용한 연구[3]가 병존하고 있다. 1980년대 ~ 

1990년 중반 까지만 하여도 RANS를 활용한 연구 및 모델 개발 연구들이 활발하였으나, 2000년대에 들어

와서는 CPU의 고속화와 슈퍼컴퓨터의 활발한 보급으로 LES 기법이 CFD연구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

다. 특히 LES 기법은 화재 유동과 같은 비정상유동(unsteady flow)이 지배하는 유동장 연구에 매우 적

합하다. 미국의 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국가 연구소에서는 LES 기법을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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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건물의 화재 유동 연구에 적합한 code를 개발하여 2000년 초 부터 FDS(Fire Dynamics Simulator) 

[4] code를 open source로 제공하고 있다. (구글의 안드로이드 개념처럼) 최근에는 FDS 버전 5를 공급하며 

더욱 정밀한 코드로 거듭나고 있다. 버전 5에서는 매우 큰 변화가 있었는데 이는 벽법칙(wall law or wall 

function) 기능을 코드에 삽입한 것이다. 기존의 버젼 4까지는 벽에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에 단순한 

덕트 유동에서 조차 부정확한 결과를 발생시켜왔다 [5]. 버전 5에 벽법칙을 삽입하므로써 더욱 정밀하게 유

동 현상을 조사할 수 있으며, 기존의 상업용 code를 부분적으로 대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 환경이 조

성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FDS 5버전에 삽입된 Werner-Wengle wall law를 사용하여 덕트에서의 유동현상을 해석하

고 DNS(Direct Numerical Simulation) 결과와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STREAM 코드[5]를 사용하여 

FDS 결과와 RANS 난류 유동 해석 결과를 비교하여 평가하였으며, FDS 층류 유동 계산 결과를 이론식과 비

교하여 분석하였다. 

2. 유동 조건 및 수치해석

2.1 유동 조건

  FDS 5의 wall law의 기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Fig. 1과 같은 평행 평판에서의 유동을 조사하였다. 높

이(Z 방향) 1m (H), 횡방향(Y 방향) 1m (H), 길이 방향(X 방향) 6m(6H)의 구조를 사용하였으며 Re = 

10,700 에 해당하는 압력구배 (dp/dx)를 발생시켜 난류유동을 유지하였다. 이는 약   에 해당

하는 난류 유동과 동일하다. 

  입구와 출구쪽에서의 경계 조건은 주기조건 (periodic boundary condition)을 사용하였으며, 횡방향

의 양쪽 측면에서는 대칭 조건(symmetric condition)을 사용하였다. 높이 방향으로는 Fig. 1에서처럼 

벽조건(solid wall)이 주어졌다. 주기조건을 사용함으로써 주유동 방향으로의 길이를 단축할 수 있었

다. 사용된 총 격자수는 32×32×3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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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3D parallel-plate geometry

  FDS 5의 LES 계산시 Werner-Wengle wall law를 정확히 사용하기 위해서는 벽으로부터 일정 간격의 그

리드를 유지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값을 

      



 ≥                 (1)

이상으로 유지하여 층류 저층(laminar sub-layer)에서는 계산을 수행하지 않고 log law 식을 사용한다.

1595



  RANS 계산에서는 STREAM code[5]를 사용하였으며 사용된 난류 모델은 비선형   난류 모델인 

AJL(Abe-Jang-Leschziner) 사용하였다. 

2.2 지배방정식 

FDS 5의 경우 LES 지배 방정식은 운동량 방정식을 필터링(filtering)하여 얻었으며, 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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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sub-grid scale(SGS) stress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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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모델링이 되어야 하는데 FDS에서는 다음과 같은 범용적인 Smagorinsky model[4]을 사용

하고 있다. 

 
                                 (6)

여기서, 

  
                               (7)

                              (8)

그리고   (FDS default 조건)을 사용하였다.

2.3 벽면 근처 유동처리 방법 : Werner-Wengle Wall Law (W&W)

LES 기법과 함께 벽면 근처(near-wall)에서의 유동을 해석하기 위하여 벽 부착(no slip) 조건을 사용할 

경우 DNS(Direct Numerical Simulation) 격자 조건에 버금가는 격자 해상도가 요구되기 때문에, FDS 5의 

경우 벽법칙(wall law)를 활용하여 이론적으로 log law 지역에서 속도를 계산하였다. 벽법칙에는 여러 가지 

이론식이 제시되고 있으며, FDS에서는 Werner & Wengle wall law[7]를 적용하여 유동 변수를 계산하였

다. Werner-Wengle wall law는 층류저층에서는 다른 벽법칙과 유사하지만 log-law 지역에서는 1/7승 법

칙을 적용하여 층류저층과 선형 연계시킨 것이 특징이며, 관계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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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 

  이며, 는 벽에서 가장 가까운 격자 지점에서 탄젠트 방향

의 속도, 은 이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벽까지의 거리이다. 

2.4 RANS 적용 방법 (STREAM CODE - AJL 모델[5])

   RANS 계산을 위해서는 STREAM code에서 비선형   난류 모델을 사용하였다. 주요 식은 난류

응력이 식(2)에서


                                      (10)

으로 정의가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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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비선형 관계식 (11)을 


 










  





 
  

 
 




  



 







     (12)        

갖는 것이 특징이다. 상세한 관계식은 참고자료 [5]에 기술 되어 있다. RANS의 경우 층류저층에서도 그리

드를 분포시켜 Navier-Stokes 방정식을 계산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 2는 주유동 방향의 속도 성분을 시간 평균한 결과이다. FDS의 Werner Wengle 벽법칙을 활용한 결

과를 DNS 결과[6]와 비교하였다. Fig. 2에서 보는 것처럼 FDS 결과의 첫 번째 그리드의  값이 11 과 

30 사이에 존재하며 DNS 값에 근사하게 추적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첫 번째 그리드 아래에서는 유동 

계산을 수행하지 않고 log law를 이용하여 첫 번째 값을 얻은 후 이를 이용하여 그 이상에서는 LES 기

법을 활용하여 유동을 계산한다. Jang et al.[5]에서 FDS에 wall law 가 적용되지 않았을 경우의 결과

와 비교하여 보면 FDS 5에서 난류유동에 대한 개선이 매우 잘 이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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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ean velocity profile using Werner & Wengle wall law in FDS

  Fig. 3은 Fig. 2의 결과를 y scale에 나타낸 것으로 평행 평판에서 난류 유동의 형태를 시각적으로 

잘 나타내고 있다. Re=10,700의 속도에서 난류 유동 경계층의 두께가 얇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DNS 

data와 비교하여 보면 중앙부에서 속도가 약간 적고 벽 근처로 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나, 대체적

으로 DNS data와  잘 일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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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Mean velocity profile compared with DNS data

  Fig. 4는 FDS wall law 결과를 STREAM code를 이용한 RANS 난류 모델 결과와 비교한 것이다. DNS 

data와의 비교에서도 확인하였지만 RANS 결과와도 잘 일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RANS의 경우

는 층류저층에서도 계산을 수행한 결과이며, 층류 저층에서의 급격한 유동 구배를 확인할 수 있다. 따

라서 층류 저층에서는 많은 수의 그리드를 필요로 하게 된다. FDS 5에서 wall law를 사용하게 된 결정

적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즉 wall law를 사용하므로써 층류 저층에서 유동 계산을 하지 않고 이

론식을 사용하여 첫 번째 그리드에서의 속도 값을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난류 영역에서의 유동만을 

계산하면 된다. 따라서 wall law를 사용할 경우 층류 저층에서 많은 수의 그리드를 줄일 수 있고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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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도 단축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Fig. 4는 FDS의 층류 유동(laminar flow)에 대한 계산 결과와 이론

식의 비교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론식과 결과가 매우 잘 일치 하고 있다. FDS에서 층류유동의 계산시 

벽에서의 조건은 벽 부착(no slip) 조건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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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mparison between FDS and RANS's results and theory

4. 결론

본 연구는 철도터널 화재유동 해석 및 제연 설비 설계시 활발히 사용되는 FDS 코드의 기본 성능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FDS 버전 5에 최근에 적용된 Werner & Wengle wall law의 성능을 조사하기 

위하여 평행 평판에서 난류 유동(Re=10,700)을 발생시키고 계산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DNS 결과와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FDS 층류 유동 결과와 이론식과도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FDS 5의 Werner & Wengle wall law를 적용하여 계산된 결과는 log scale에서 DNS 결과와 잘 일치하고 

있으며, 벽 근처에서 난류유동을 잘 나타내고 있다. 또한 STREAM code[5]를 이용한 RANS 결과와도 비

교하여 본 결과 난류 평균 유동이 잘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층류 유동 계산 결과도 이론식

을 잘 추종하고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wall law의 기능을 갖춘 FDS를 활용하여 정밀한 열유동 계산이 가능하리라고 판단

되며, 추후에는 기존의 상용 code의 대체가 가능하리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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