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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전산유체역학 모델을 이용하여 도시 재정비에 따른 신축 건물이 주변 대기 흐름

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이를 위하여 지리정보시스템 자료로부터 추출한 건물 자료를 전산

유체역학 모델의 입력 자료로 사용하였고 4가지 풍향 (서풍, 남풍, 동풍, 북풍)에 대한 수치 시뮬레

이션을 수행하였다. 도시 재정비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저층 건물이 밀집되었기 때문에 건물에 의

한 마찰 효과가 증가하면서 건물 사이 공간의 풍속이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도시 재정비 계획에

따라 고층 건축물이 신축되고 밀집된 건물이 정비되면서 보행자 고도에서는 건물에 의한 마찰 효

과가 감소하였다. 그리고 질량연속방정식을 만족시키기 위한 channeling 효과가 부분적으로 나타나

면서 도시 재정비 지역의 풍속이 증가하였다. 상층에서는 고층 건물이 신축되면서 건물 사이에서

일어나는 channeling 효과에 의해 부분적으로 풍속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도시 재정비 지역의 풍하

지역에서는 건물에 의해 형성되는 재순환 영역 (recirculation region)과 마찰 효과에 의해 넓은 지

역에서 풍속이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주요어 : 전산유체역학 모델, 지리정보시스템 자료, 도시 재개발 계획, 채널링 효과, 건물 항력 효과

Abstract

Using a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 model, the effects of building complexes

constructed under an urban renewal plan on air flows in an urban area were investigated. For

this, the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 data were used as the input data of the CFD

model and four experiments were numerically simulated for different inflow directions

(westerly, southerly, easterly, and northerly cases). Before constructing building complexes

under the urban renewal plan, wind speed at the pedestrian level was very low around

buildings because of decrease in wind speed by the drag effect of the densely distribu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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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rise buildings. As the high-rise buildings were constructed and building density decreased

by the urban renewal plan, wind speed at the pedestrian level increased compared to that

before the urban renewal plan because the drag effect by the buildings decreases and the

channeling effect satisfying the mass continuity partially appeared at the spaces among the

high-rise buildings. At the upper levels, wind speed partially increased inside the high-rise

buildings due to the channeling effect but it remarkably decreased across a vast extent of the

downwind regions due to the generation of the recirculation zone and the drag effect of the

high-rise buildings.

KEYWORDS :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Model, 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 Data 

Urban Renewal Plan, Channeling Effect, Building Drag Effect

1. 서  론

도시 지역 대기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

면서 도시 계획 단계에서부터 국지적 날씨와

기후 특성을 고려하는 등 주거 환경 최적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예기치 않은 대형 화재나

테러리스트에 의한 생화학적 공격으로부터 인

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나리오

별 대응 지침서를 수립하기 위한 사전 대기환

경 영향 평가가 수행되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도시 지역 흐름과 확산 특성을 규명하려는 연

구가 지난 20년 동안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으

며, 대기환경 영향 평가 수행에 필요한 이론적

이고 실용적인 결과를 도출하였다.

규모가 작은 도시 지역의 대기 흐름과 오염

물질 확산에 가장 중요한 외력으로 작용하는

요인 중의 하나가 건물이다. 도시 지역 흐름과

확산 특성에 대한 체계적이고 이론적인 접근

을 위하여 비교적 단순화된 지형 (예, 도시 협

곡이나 단일 장애물)에 대한 연구가 주로 수행

되어져 왔다. 도시 협곡은 도로 양옆으로 길게

세워져 있는 건물 사이의 공간을 말한다.

DePaul과 Sheih (1986)는 시카고 지역의 도시

협곡에서 야외 관측을 통해 도시 협곡 내에

소용돌이가 형성될 수 있음을 보였고 잘 발달

된 소용돌이가 형성될 수 있는 주변 바람의

임계 속도를 관측하였다. 이 연구 이후로 야외

관측 (Nakamura와 Oke, 1988; Rotach, 1995),

풍동과 수조를 이용하는 실험 (Meroney 등,

1996; Baik 등, 2000; Uehara 등, 2000; Kim과

Baik, 2005), 수치 모델을 이용한 수치 연구가

(Lee와 Park, 1994; Sini 등, 1996; Baik과

Kim, 1999, 2002; Kim과 Baik, 1999, 2001;

Kim 등, 2001) 활발하게 수행되어져 왔다. 이

중에서 수치 연구 방법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

용을 필요로 하고 실험 결과의 반복성

(repeatability)이 뛰어나며 미래의 대기 상태

예측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많은 이점이 있는

방법이다. 기존의 기상 모델이나 대기 확산 모

델은 모델 좌표계와 분해능의 한계 때문에 미

세 규모의 대기 흐름에 매우 중요한 외력으로

작용하는 건물을 고려하기 어렵다. 따라서 건

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 지역 대기 흐름과

확산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개개 건물 영향을

효과적으로 수치 모사할 수 있는 전산 유체

역학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

모델을 사용해 왔다. CFD 모델은 작게는 수십

센티미터, 크게는 수 킬로미터의 대기 운동을

수치 모사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 지역에서의

흐름과 확산 연구에 많이 이용되어 왔다.

단순화된 지형을 대상으로 하는 수치 실험

에서는 CFD 모델 내의 건물을 간단한 알고리

즘을 사용하여 용이하게 구축할 수 있다. 그러

나 건물 크기와 모양이 다양하고 복잡한 실제

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수치 시뮬레이션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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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할 때에는 실제 건물의 위치와 크기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다. 최근에는 지리정보시

스템 (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 GIS)

자료로부터 정확하고 상세한 도시 지역 건물

정보 취득이 가능해 졌다 (이동현과 백태경,

2009). 이 정보를 수치 모델의 입력 자료로 활

용하여 도시 지역 흐름과 확산 특성을 조사하

는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다 (김재진과

백종진, 2005; Baik 등, 2009). 이 방법은 원하

는 지역의 GIS 자료를 이용하여 수치 모델이

인식할 수 있는 수치 건물을 신속하고 정확하

게 구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수많

은 건물이 존재하고 건물 모양과 크기가 다양

한 도시 지역의 대기환경 평가와 예측을 위해

서는 GIS 자료 사용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 재개발에 따른 건축물

의 증․개축이 도시 지역 내부의 상세 바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CFD 모델과 광주광역시 (구)전남도청

일원의 도시 재정비 사업 전․후의 GIS 기반

건물 자료를 이용하여 풍향 변화에 따른 주변

지역 바람 환경을 조사․분석하였다.

2. 연구 방법 

2.1. 대상 지역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하 문화

전당) 주변 지역은 광주광역시 구도심에 위치

하고 있으며 (그림 1), 문화전당을 중심으로

한 구도심은 공공기관 이전, 상권 이동, 인구

감소 등의 요인으로 쇠퇴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광주광역시는 이하 문화전당을 포함하는

(구)전남도청 일원 지역 개발 사업을 광주 아

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중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문화전당을 새롭게

조성하고 주변 경관을 사전 관리함으로써 구

도심 재생에 기여하고자 한다. 문화전당이 갖

는 상징성과 정체성을 유지하고 문화전당에서

주변 경관 요소를 조망할 때 인간 규모를 고

려한 건축물의 적정 높이를 고려하는 것을 문

화전당 주변 경관 관리를 위한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건축물 적정 높

이와 조망권을 고려해 수립한 문화전당 주변

지역 경관 관리 사업 전․후의 건물 자료를

이용하여 건물이 주변 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자 한다.

2.2. 전산유체역학 모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전산유체역학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 모델은 김재진 (2007)이

사용한 모델과 동일하다. 이 CFD 모델은 RANS

(Reynolds Averaged Navier-Stokes) 방정식 계

에 기초한 모델로서 3차원, 비정수, 비압축 대기

흐름 계를 가정하며 코리올리 효과를 배제한다.

난류 모수화를 위하여 Renormalization Group

이론에 기초한 k-ℇ 난류 종결 방법을 사용한다.

이 CFD 모델에서 지배 방정식 계는 유한 체적법

(finite volume method)과 SIMPLE (semi-implicit

method for pressure-linked equation) 알고리즘

을 사용하여 엇갈림 격자계 (staggered grid

system)에서 수치적으로 풀이된다.

그림 1. 광주광역시 문화전당 일대 지역에 대
한 위성 사진 (from google ea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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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수치 모델 격자계와 계산 영역 

이 CFD 모델은 벽면 경계 근처에서 벽면

함수 (wall function)를 사용하여 벽면 경계 근

처에서 나타나는 난류 경계층 효과를 잘 반영

하도록 고안되었다.

2.3. 실험 설계

계산 능력의 한계 내에서 지형물의 효과를

비교적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도청 광장을 중

심으로 동서로 약 806 m, 남북으로 약 850 m

거리까지를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였다(가로 1612

m, 세로 1700 m). 문화전당은 도청 광장 주변

에 건립될 예정이다. 북쪽으로는 계림오거리를

포함하고 동쪽으로는 조선대학교 일부지역을

포함하며, 남서쪽으로는 호남신학대학을 포함

하는 영역이다. 그림 2는 수치 모델 수행 영역

에 대한 도면이다. 수평 방향으로는 크기가 일

정한 격자계 (가로 10.07m, 세로 10.63 m)를

사용하였다. 연직 방향 격자는 건물을 보다 상

세하게 구현할 수 있도록 45 m까지는 5 m로

일정하다. 45 m 이상의 고도에서는 격자 크기

가 1.1배 비율로 증가하다가 198.9 m 이상의

고도에서는 19.0 m로 일정하다. 수치 도면의

연직 방향 크기는 약 901.4 m이다.

대상 지역의 건물에 대한 공간 자료 (건물

위치, 고도)를 국토연구원에서 제공받아 수치

건물 구축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이 알고리

즘은 먼저 다각형 건물의 꼭짓점 정보로부터

건물 중심 위치를 계산한다. 계산된 중심 위치

와 인접한 두 꼭짓점을 잇는 선분이 이루는

각도, 중심과 각 꼭짓점 사이의 거리, 건물 중

심과 각 수치 격자 셀이 이루는 각도와 거리

등을 계산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인접한 두

꼭짓점을 잇는 선분 사이에 위치하고 건물 경

계 안쪽에 포함된 수치 격자 셀만을 건물로

인식 한다 (그림 3a). 건물 사이 공간이 수치

모델 격자 크기보다 충분히 작은 경우에는 건

물 사이 공간을 인식하지 못하고 건물로 인식

한다 (그림 3b). 이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구축

한 도시 재정비 사업 전․후의 지형과 건물을

그림 3. 수치 모델 건물 구축 알고리즘
에 의한 모델 건물 구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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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4. 수치 모델에서 구현한 도시 재정비 (a) 전과 (b) 후의 문화전당 일대 지형과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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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에 나타내었다. 건물이 매우 밀집한 지

역의 경우에는 수치 모델 분해능 한계로 인해

부분적으로 건물 사이 공간이 제대로 구현되

지 않았으나 대체적으로 문화전당 일대 지역

의 건물을 잘 구현하고 있다. 이 자료에 따르

면, 도시 재정비는 수치 영역상의 북쪽 계림오

거리 지역 (이하 1구역), 서북쪽 L 백화점 지

역 (이하 2구역), 서쪽 경계 부근의 N 씨네마

와 M 쇼핑몰 구역 (이하 3구역), G 호텔과 하

천 사이 지역 (이하 4구역), N 호텔 지역 (이

하 5구역), 황금치안센터 지역 (이하 6구역),

학서치안센터 지역 (이하 7구역), 영상예술센

터와 양림교 사이 지역 (이하 8구역), 동북쪽

지역 (이하 9구역)에서 수행될 예정이다.

도시 재정비에 의한 도시 건물의 정비와

증․개축이 도시 지역 내부의 상세 바람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도시 재정비

전․후의 건물 배치에 대해 4 방향의 풍향 (동

풍, 서풍, 남풍, 북풍)에 대한 수치 시뮬레이션

을 수행하였다. 수치 시뮬레이션은 시간 간격을

1 초로 하여 7200 초까지 수치 적분하였다. 바

람, 난류 운동 에너지 그리고 난류 운동 에너지

의 소멸율에 대한 초기 조건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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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여기서,  , , d, , 는 각각 마찰 속도,

거칠기 길이(= 0.05 m), 경계층 두께(= 1000

m), von Karman 상수(= 0.4), 풍향을 의미한

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 재정비에 따른 도시

지역 바람환경 변화를 조사하기 위하여 를
변화 (0°, 90°, 180°, 270°)시켰다.

3. 결과 및 고찰

3.1. 서풍 (0°)이 부는 경우

그림 5는 서풍이 부는 경우, 도시 재정비

전․후의 보행자 고도 ( = 2.5 m)에서 조사

한 바람 벡터장을 나타낸다. 보행자 고도 바람

은 건물에 의해 매우 복잡한 흐름 패턴을 보

인다. 도시 재정비 전, 서북쪽 경계 지역에서

는 유입된 바람이 건물에 의해 차단되면서 복

잡한 흐름 형태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서쪽 경계 중앙 부근에서 남쪽 경계 중앙 부

근으로 뻗어 있는 하천 (ⓐ 지역)을 따라 북서

풍 계열로 풍향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5a). 건물이 조밀하게 분포되어 있기 때

문에 건물 사이에서는 건물에 의한 마찰 효과

(drag effect)로 인해 유입류에 비해 풍속이 현

저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풍향도 매우 복잡하

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도청 광

장의 서쪽 (ⓑ 지역)에서는 유입되는 풍향 (서

풍)과 반대되는 풍향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유체가 장애물을 통과하는 경우 장애

물 풍하 지역에는 재순환 영역 (recirculation

zone)이 형성된다. 이와 같이 유입되는 풍향과

반대 풍향이 나타나는 이유는 도청 광장 서쪽

에 위치한 건물 풍하 지역에 재순환 영역이

형성되면서 하층에 역류 (reverse flow)가 형

성되기 때문이다.

도시 재정비 후에 2구역 (L 백화점 인근 지

역, ②)과 3구역 (N 씨네마와 M 쇼핑몰 인근

지역, ③)에서는 조밀하게 밀집되었던 건물을

정비함에 따라 풍속이 부분적으로 증가한 것

을 볼 수 있다. 비교적 넓은 통로를 통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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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5. 서풍이 불 때, 도시 재정비 (a) 전과 
(b) 후의 보행자 고도 (z = 2.5 m) 바
람 벡터장 

유체가 좁은 통로로 진입하게 되면 질량 연속

방정식을 만족하기 위해 유체의 속도가 증가

하는 channeling 효과가 나타난다. 2구역과 3

구역에서 건물 사이의 풍속이 부분적으로 강

해지는 channeling 효과가 나타나고 L 백화점

풍하 지역에 위치한 건물 전면 (ⓒ)에서는 말

편자소용돌이 (horse-shoe vortex)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b). 1구역 (계림

(a)

(b)

그림 6. 서풍이 불 때, 도시 재정비 (a) 전과 
(b) 후의 상층 (z = 17.5 m) 바람 
벡터장 

오거리 지역, ①), 4구역 (G 호텔과 하천 사이

지역, ④), 5구역 (N호텔 지역, ⑤), 6구역 (황

금치안센터 지역, ⑥), 7구역 (학서치안센터 지

역, ⑦), 8구역 (영상예술센터와 양림교 사이

지역, ⑧), 9구역 (⑨ 지역)의 풍속도 도시 재

정비 이전에 비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도시 재정비 후, 보행자 고도에서는 2구역과

3구역에서 channeling 효과에 의해 건물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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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7. 남풍이 불 때, 도시 재정비 (a) 전과 
(b) 후의 보행자 고도 (z = 2.5m) 
바람 벡터장 

의 풍속이 증가하였지만 상층 (z = 17.5 m)에

서는 건물에 의한 마찰 효과와 건물 풍하 지

역에 형성된 2차 순환 (재순환 영역)에 의해

풍속이 감소하였다 (그림 6b). 특히, 고층 건물

에 의한 풍향 왜곡에 의해 1구역 (계림오거리

지역)의 건물 풍상 지역과 4, 5, 6, 7구역의 건

물 풍하 지역에서는 유입 풍향 (서풍)과 다른

방향으로 바람이 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

(b)

그림 8. 남풍이 불 때, 도시 재정비 (a) 전과 
(b) 후의 상층 (z = 17.5 m) 바람 
벡터장

도시 재정비 전후에 가장 현저한 차이를 보인

지역은 수치 도면의 동북쪽 지역 (1, 9구역)이

다. 1구역 전면에서는 풍향이 북풍 계열로 바

뀌었으며 풍속 감소도 현저하다. 1구역과 9구

역에 많은 건물들이 신축되면서 건물 주변의

풍속이 매우 감소하였다. 그림으로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이와 같은 효과는 17.5 m 이상의 고

도에서도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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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남풍 (90°)이 부는 경우

그림 7은 남풍이 부는 경우, 도시 재정비

전․후의 보행자 고도 (z = 2.5 m)에서 조사

한 바람 벡터장을 나타낸다. 서풍이 부는 경우

와 마찬가지로 건물에 의해 왜곡되면서 매우

복잡한 형태의 흐름 패턴을 보인다. 건물이 밀

집한 지역에서는 마찰 효과로 인해 건물 사이

의 풍속이 유입류에 비해 현저하게 감소하고

풍향 변화가 심화되는 등 매우 복잡한 흐름

패턴을 보인다. 도청 광장 동쪽 지역 (ⓓ)은

도시 재정비 이후 풍향 변화가 현저하였고 풍

속도 크게 감소하였다. 이는 도청 광장 남쪽에

건축된 건물 (ⓔ)에 의해 대기 흐름이 차단되

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서북쪽 경계 지역은 도

시 재정비에 따른 건물 밀도 감소로 인해 건

물에 의한 마찰 효과가 감소하면서 풍속이 다

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도시 재정비

이후, 1～9 구역의 풍속을 살펴보면, 건물 풍

하 지역에 형성된 재순환 영역에서는 부분적

으로 풍속이 감소하고 풍향 변화가 심화되는

등 건물 주위에 복잡한 흐름 패턴이 나타난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건물 밀도가 낮아지면서

도시 재정비 이전에 비해 건물에 의한 풍속

감소 현상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유입 경계 지역인 8, 9 지역에 channeling 효

과가 나타나며 이에 따라 풍속이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도시 재정비 이후에 대체적으로 풍속이 증

가한 보행자 고도와는 달리 상층 (z = 17.5

m)에서는 건물에 의한 마찰 효과와 건물 풍하

지역에 형성된 재순환 영역에 의해 건물 풍하

지역 풍속이 감소하였다 (그림 8). 남쪽 경계

지역 부근에서는 channeling 효과에 의해 풍속

이 일부 증가하였으나, 풍하 방향 재개발 지역

(4～8 구역)에서는 고층 건물이 신축되면서 풍

속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유입류에 비

해 풍향 변화도 현저하게 나타났다 (ⓕ). 북쪽

경계 지역에서 도시 재정비 이전에는 유입류

와 풍향이 거의 일치한다. 도시 재정비 이후에

(a)

(b)

그림 9. 동풍이 불 때, 도시 재정비 (a) 전과 
(b) 후의 보행자 고도 (z = 2.5 m) 
바람 벡터장

는 1 구역과 9 구역 전면에서 건물에 의해 대

기 흐름이 왜곡되면서 풍향과 풍속 변화가 현

저하게 나타났다.

3.3. 동풍 (180°)이 부는 경우

도시 재정비 전, 도청 광장과 동쪽 경계 사

이에서는 낮은 건물들이 매우 밀집되어 분포

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약한 바람이 나타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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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10. 동풍이 불 때, 도시 재정비 (a) 전
과 (b) 후의 상층 (z = 17.5 m) 
바람 벡터장

확인할 수 있다 (그림 9a). 도시 재정비 후, 비

교적 높은 건물이 들어선 동북쪽 지역 (9구역)

에서 channeling 효과에 의해 풍속이 증가함을

볼 수 있다. 1구역과 9구역 사이 (북쪽 경계

중앙 지역)에서 풍향은 유입류와 반대 방향이

며 풍속은 도시 재정비 전에 비해 상당히 증

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2구역부터 7구역까지

는 도시 재정비에 의해 고층 건물이 건축되고

건물 사이의 공간이 확보되면서 각 구역 내

풍속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8구역 풍

상 지역인 7구역에 신축된 고층 건물의 마찰

효과 때문에 8구역 주변 지역의 풍속이 감소

하였다. 또한 도시 재정비가 이루어진 4～6구

역의 풍하 지역과 8구역의 풍하 지역 (ⓖ)에서

는 4～6구역과 8구역에 신축된 건물의 마찰

효과 때문에 풍속이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9b).

상층 (z = 17.5 m)의 풍속 변화 (그림 10)를

살펴보면, 도시 재정비에 의한 신축 건물 사이

의 공간 (도청 광장 - ⓗ 지역, 2～7구역)에서

는 channeling 효과에 의해 부분적으로 풍속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신축 건물들 (1구역, 4～8

구역)의 풍하 지역 일부에서는 건물의 마찰 효

과에 의해 풍속이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1

구역과 8구역은 각각 9구역과 7구역 신축 건

물에 의한 마찰 효과 때문에 풍속이 도시 재

정비 이전에 비해 감소하였다.

3.4. 북풍 (270°)이 부는 경우

도시 재정비 이전에는 서북쪽 경계 지역 (2

구역)과 북쪽 경계 중앙 지역 (1구역)에

channeling 효과가 나타난 것을 제외하면, 수

치 영역의 북쪽 경계 인근 지역에서는 건물

사이 공간에서의 풍속이 매우 약하다 (그림

11a). 도시 재정비 이후의 풍속을 살펴보면, 도

시 재정비가 이루어진 지역의 풍속이 대체적

으로 증가하였다 (그림 11b). 그러나 도청 광

장 주위 풍속의 경우, 도청광장 서북쪽에 신축

된 건물에 의해 풍향이 바뀌었고 도청 광장

남쪽 지역의 풍속이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4～

8구역 주변 지역에서는 유입류의 풍향 (북풍)

과 매우 상이한 풍향이 나타나는데, 4, 6, 7구

역의 북쪽에 위치한 건물 전면에는 오히려 남

풍 계열의 바람이 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건물 풍상 벽면 상의 정체점 (stagnation

point) 아래에 말편자소용돌이가 형성되기 때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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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11. 북풍이 불 때, 도시 재정비 (a) 전
과 (b) 후의 보행자 고도 (z = 2.5 
m) 바람 벡터장

상층 (z = 17.5 m) 바람장을 보면, 앞에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도시 재정비에 의한

신축 건물 사이의 공간에서는 channeling 효과

에 의해 풍속이 증가하지만 신축 건물들의 풍

하 지역에서는 건물의 마찰 효과에 의해 풍속

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북쪽 경계 지역

부근에서는 보행자 고도 바람과 마찬가지로

channeling 효과가 강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2,

(a)

(b)

그림 12. 북풍이 불 때, 도시 재정비 (a) 전
과 (b) 후의 상층 (z = 17.5 m) 
바람 벡터장

3구역 풍하측과 1, 9구역 풍하 지역 풍속이 도

시 재정비 이전에 비해 현저하게 감소하였고

풍향도 유입류와 다른 동서풍 계열의 바람이

우세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지리정보시스템 자료와 전산

유체역학 모델을 이용하여 도시 재정비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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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건물 건축이 도시 내 대기 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지리정보시스템

자료로부터 건물 자료를 추출하여 전산유체역

학 모델 입력 자료로 사용하였고 4가지 풍향

(서풍, 남풍, 동풍, 북풍)에 대한 수치 시뮬레

이션을 수행하였다. 수치 모델 분해능 (격자

크기)의 한계 때문에 건물이 밀집된 일부 지역

의 협소한 공간을 수치 모델 알고리즘이 제대

로 구현하지 못하였으나 대체적으로 실제 건

물을 잘 구현하였다. 이는 수치 모델 내에서

도시 지역 건물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구축하

는데 지리정보시스템 자료가 필수적으로 사용

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도시 재정비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저층 건

물이 밀집되었기 때문에 건물에 의한 마찰 효

과가 증가하였다. 따라서 건물 밀집 지역에서

는 유입류에 비해 풍속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데, 이는 모든 경우 (서풍, 동풍, 남풍, 북풍)에

나타났다. 도시 재정비 계획에 따라 고층 건축

물이 신축되고 밀집된 건물이 정비되면서 보

행자 고도에서는 건물에 의한 마찰 효과가 감

소하였다. 그리고 질량연속방정식을 만족시키

기 위한 channeling 효과가 부분적으로 나타나

면서 도시 재정비가 이루어진 1～9지역의 풍

속은 대체로 증가하였다. 도시 재정비에 의해

고층 건물이 건축된 1～9구역 상층에서는

channeling 효과에 의해 부분적으로 풍속이 증

가하였다. 그러나 도시 재정비 지역의 풍하 지

역에서는 건물에 의해 형성되는 재순환 영역

(recirculation region)과 마찰 효과에 의해 넓

은 지역에서 풍속이 감소하였다. 수치 영역 경

계 지역에 고층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 매우

강한 풍속이 나타났다. 이는 고층 건물 사이의

공간이 좁아지면서 질량보전방정식을 만족시

키기 위한 channeling 효과와 경계 지역에서는

바람이 지속적으로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조건

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로 판단

된다. 향후 경계 조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 결과가 도시 지역 대기환경 평가에

보다 실용적으로 응용되기 위해서는 장기간

관측을 통해 해당 지역에 대한 풍계 특성 조

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풍계 특성을 기반으로

유입류 방향을 결정하고 풍향별 가중치를 적

용하면 도시 재정비가 이루어진 지역별 풍계

변화의 정량적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

다. 또한 건물 신축에 의한 풍계 변화와 함께

오염원 (자동차, 개개 건물 등)의 배출 자료를

이용하면, 도시 재정비에 따른 대기환경 영향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이 연

구를 통하여 도시 재정비가 대기환경에 미치

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조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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