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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research was done to clarify the cooling effect of water particles generated from a fountain. This effect is a one way 

to control the heat island effect of big cities. The result of this research was drawn by setting the jets of water in a certain 
height, and then studying the diffusion of water particles, which is affected by the size of the particles and the wind speed, 
and the cooling effect caused by the diffusion.

1) When a diameter of a water drop was 500 ㎛ and the wind speed was 2.0 to 6.0 m/sec, the water drop diffused 75 to 
190m, and the water vapor spread over 175 to 440 m. As a result, there was more than 0.5℃ of cooling effect on the 
temperature in the atmosphere 130 to 330m around the water fountain.

2) When a diameter of a water drop was 750 ㎛ and the wind speed was 2.0 to 6.0 m/sec, the water drop diffused 65 to 
150 m, and the water vapor spread over 160 to 405 m. Moreover, there was more than 0.5℃ of cooling effect on the 
temperature in the atmosphere 110 to 275 m around the water fountain.

3) After study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iameter of water drop and the wind speed, and the diffusion of water 
particles and the range of the atmosphere that was cooled, a result could be drawn from the research that the smaller the 
diameter of the water vapor gets and the faster the wind speed becomes, the wider the water particles diffuse and the cooler 
the atmosphere around the fountain becomes.

4) This research further extrapolates that when the ordinary water(tap water, water from river and stream) is used in a 
fountain, the cooling effect of the air near the fountain can be approached similarly. If the seawater is used in a fountain, 
there is to be more to concern not only on cooling effect on the air, but also on other effects on surrounding environment 
generated by the salt in sea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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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분수는 다른 조형물과 달리 살아서 움직이는 조형

소재로써 물을 통하여 정적․동적인 분위기 등을 자

유롭게 연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과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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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기초방정식

2.1.1. 연속 방정식




    (1)

2.1.2. 운동 방정식












 



 

   (2)

친화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기에 주변 환경과의 

조화 및 사람들의 기분까지도 영향을 주는 소재로 많

이 사용되고 있다. 우리 조상들의 모습 속에도 항상 빠

지지 않는 것이 계곡, 폭포 등 물을 소재로 한 자연경

관을 화폭에 많이 담아 자연을 친화적으로 표현하였

다. 이렇듯 우리 주위에서 쉽게 만날 수 있었던 자연경

관이 근대화를 통하여 쉽게 만날 수 없게 됨으로 인공

적인 계곡 및 폭포 등을 제작하여 대리만족을 누리고

자 하는 욕구가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다. 
고대왕국에서 분수는 신앙이나 종교적인 행사 전

에 신전이나 사원 뜰앞에서 몸을 깨끗이 할 수 있는 우

물의 용도로부터 왕족이나 귀족부호들의 예술품 내지 

사치품으로 발달되어왔으며, 과학의 발달과 각종 기

계․기술이 출현한 현대의 분수는 야간의 풍부한 전

광을 이용한 분수의 조명․착색, 동력 모터를 사용한 

물의 유동성 강화, 물의 분출에 맞춘 음향 장치를 이용

한 춤추는 물 효과, 조각 설치를 통한 물의 율동미 강

조 등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다. 분수의 종류는 

연못이나 공원의 분수대 같은 일반분수, 광장의 바닥

에서 물이 솟아오르는 바닥분수, 음악에 맞춰 물이 춤

추는 음악분수, 인공 폭포 조형물을 이용한 벽천분수, 
조각물을 이용한 조각분수, 그리고 실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내분수 등 여러 종류의 분수가 있다.
분수의 효과는 수경관 연출로 동적인 물의 활동으

로 순수자연에서 느낄 수 있는 상쾌함과 심리적 안정

감을 주며(조, 1989), 대기 중의 먼지 및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분진의 정화작용, 대기 중의 온도를 저하시

켜 또 다른 휴식처를 제공하며, 수질정화 및 습도조절

을 한다. 또한, 조그마한 정원이나 가정집에 소형분수 

및 수경식물과의 조화로 작은 자연을 연출하여 인테

리어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등 다양한 장점을 갖추

고 있다. 
이러한 효과를 연출하고 있는 분수에 대한 연구는 

사직 분수대 설계(김 등, 2001), 실내 도제분수에 관한 

연구(이, 2004), 바닥 분수의 이용 후 평가(허, 2005), 
음악 분수 시뮬레이션 시스템(유 등, 2007) 등 주로 분

수 설치에 의한 시각적, 심리적 영향에 대한 연구가 주

를 이루고 있으나, 대기의 냉각효과(이, 1998) 등 분수

에 의한 대기 환경적 측면에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

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구 온난화에 의해 대도시의 열

섬현상을 제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분수를 착안하여 분수에서 분출되는 물기둥의 

높이를 일정하게 하고, 물입자의 크기와 유입되는 풍

속에 의해 생성되는 물입자의 확산과 그로인한 냉각

효과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2. 분수모델

분수에서 분출되는 물기둥에 의해 물방울 및 수증

기의 확산범위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서는 분수 

Jet에 의한 주변공기흡인과정, 분수 Jet의 분열과정, 
분수 Jet의 증발과정, 열․수증기․물방울의 보전식

을 이용한 방정식을 사용하였다. 본 계산에서는 분수 

Jet에 의한 주변의 공기 흡인과정은 모델의 연직성분

을 임의적으로 조건에 의해 계산되며, 분수 Jet의 분열

과정도 분수량의 1%가 분수 Jet에 의해서 둘러쌓인 

영역으로 물방울이 일정하게 분열된 상태를 가정하였

다. 분수모델에 사용된 기초방정식은 아래와 같이 기

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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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난류에너지 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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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난류소산율 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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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에너지 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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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수증기량 수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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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물방울량 보존식









 
  





                          (7)

여기에서,  는 속도성분(m/s), 는 온위(K), 는 

기준 온위(K), ′는 온위 편차(K), 는 기준온도(K), 
는 비습(㎏/㎏), Π는 Exner 함수, 는 Kronecker의 

delta함수, 는 유효난류 확산계수, 는 k의 유효

난류 확산계수, 는 ε의 유효난류 확산계수, 
는 온위의 유효난류 확산계수, 는 수증기의 확산계

수(㎡/s), 는 증발항, 는 물방울의 생성항, 는 물

의 비열(J/㎏), 는 공기의 정압비열(J/㎏∙K)을 각

각 나타내며, (0.09), (1.44), (1.92), (1.0), 
(1.3), (0.9), σq(0.55)는 k-ε모델의 경험상수를 나

타내고 있다.
또한, 비습 와 물방울 의 식에서 은 증발항이

며, 물방울의 단일 입경 (m), 물방울의 수(1/㎥)를 

로 하면, 식(8)로 나타낼 수 있다.
  

   ∙







   (8)

여기에서, 는 포화비습(㎏/㎏), 는 Reynolds 
수, 는 Scmidt 수을 나타낸다. 그리고, 물방울의 보

존식에서 생성항의 제2항은 물방울의 낙하를, 제 3항

은 물방울의 생성을 나타내고 있다. 물방울의 낙하속

도 는 Allen의 식에 의해서 식 (9)와 같이 나타낸다.
  

   
 








     (9)

여기에서 는 물방울의 밀도(㎏/㎥), 는 공기밀

도(㎏/㎥), 는 동점성계수(㎡/s), 는 중력가속도

(=9.8 m/s2)을 나타낸다.

2.2. 분수의 모델화

분수에는 용도에 따라 여러 가지 모양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분사되는 물의 직경의 크기에 따라 물방

울의 흩어짐 범위를 알아보기 위해 물방울을 발생하

는 고수분수를 대상으로 하였다. 노즐에서 분사된 물

방울은 순간적으로 흩어지면서 확산되고, 어느 시점

에 도달하면 일정한 속도(종말 낙하속도)로 떨어지게 

된다. 물방울의 발생량 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

다. 식(7)의 물방울 발생량 은 유량 min , 
sec , 물방울의 확산체적 (m3)을 이용하여 식

(10)과 같이 나타내었다.



822 이 상 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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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경계조건

2.3.1. 속도

지면 등의 고체벽면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

였다. 벽면상에서 풍속의 정의점이 있는 경우에는,

       (11)

벽면상에서 풍속의 정의점이 없는 경우에는, 

 

 

 

(12)

2.3.2. 온도

지면의 온도조건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온

도의 정의점은 벽면상에는 없기 때문에, 벽면상의 

온도 θw는,

 

 (13)

와 같이 정의하였다.

2.3.3. 스칼라량

고체벽면 경계 이외의 온도의 경계조건과 그 밖

의 스칼라량에 대한 경계조건은 경계에서 바람의 

유입과 유출의 경우로 생각할 수 있다.

유출의 경우 :     

유입의 경우 :     (14)

                                   
의 경우는 Table 1 의 값을 이용하였다.

Table 1. Boundary value of scalar.

    

0.04 0.008 0.0 Valuation by calculation

3. 결과 및 고찰

3.1. 계산영역

계산영역에 사용된 mesh는 75개(바람에 평형인 방

향) × 35개(바람에 직행인 방향) × 75개(연직방향)이
며, 영역의 크기는 500 m (바람과 평형인 방향) × 40 
m (바람과 직각인 방향) × 200 m (연직방향)이다. 그리

고 확산과 냉각효과를 좀 더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하여 

분수와 지면에 가까울수록 Mesh의 간격을 세밀한 불

균등 mesh를 사용하였다. Fig. 1은 본 모델에 적용된 3
차원의 모델격자를 나타낸 것이며, 괄호는 계산영역 각 

방향에 사용된 mesh의 개수를 각각 나타낸 것이다.

500 m(75 ea)

200 m
(75 ea)

40 m(35 ea)

Fig. 1. Simulation region.

3.2. 계산조건

모델 초기의 계산조건은 도시의 열섬현상에 따른 

대기온도가 다소 높은 온도인 307 K (34℃), 수온은 

299 K (26℃), 상대습도는 45% (=0.01534 kg/kg)의 

조건을 하였으며, 모델에 사용된 분수의 유량은 175
[ℓ/sec]、분수 Jet에 의한 수평면적은 0.2 m × 0.2 m, 
한줄기로 분사하는 고사분수로 가정하였으며, 분사량

의 1%가 분수 Jet에 의해 물방울이 분열하여 일정한 

입경으로 낙하하는 조건으로 계산하였다.
초기입력조건으로 모델의 값을 보정 후 본 연구에

서 구하고자 하는 계산결과 값을 얻기 위한 입력조건

으로 물기둥의 높이(35 m), 물방울의 직경(500 ㎛, 
750 ㎛), 유입풍속(2.0 m/s, 4.2 m/s, 5.0 m/s, 6.0 m/s)
에 따라 계산을 실시하였다. 계산결과 값은 온도의 경

우는 주변 대기온도보다 0.5℃ 이상 낮게 나타나는 범

위, 수증기의 경우는 계산조건에 주어진 상대습도 

45% (=0.01534 kg/kg)보다 습도가 높은 0.0154 kg/kg 
이상의 범위, 물방울의 경우는 0.00001 kg/kg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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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emperature(℃)         (a) Temperature(℃)

(b) Water vapor(kg/kg)         (b) Water vapor(kg/kg)

(c) Waterdrop(kg/kg)
Fig. 2. Result of temperature(a), water vapor 

(b), water drop(c) when wind speed 
is 2.0m/s, of water particle is 500 
㎛.

        

(c) Waterdrop(kg/kg)
Fig. 3. Result of temperature(a), water vapor 

(b), water drop(c) when wind speed 
is 4.2m/s, diameter of water particle 
is 500 ㎛.

까지를 확산 및 냉각효과의 영향범위로 간주하여 나타

내었다.

3.3. 분석결과

계산결과는 분사되는 물기둥의 높이(35 m)를 고정

하고, 물방울의 직경, 유입풍속에 따른 각각의 온도 변

화, 수증기 및 물방울의 확산 범위를 각각 나타내었다. 

3.3.1. 풍속 2.0 m/s, 물방울 직경이 500 ㎛인 경우

Fig. 2는 풍속 2.0 m/s, 물방울 직경이 500 ㎛인 경

우의 온도(a), 수증기(b), 물방울의 확산범위(c)를 각

각 나타낸 것이다. 수온의 초기온도(26℃)와 대기의 

초기온도(34℃)로 계산한 결과, 분수의 물기둥에 가까

운 거리일수록 수온과 같은 온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물기둥에서 약 25 m 떨어진 곳에서 29.5℃, 약 125 m 
떨어진 곳에서 33.5℃을 나타내고 있어 물입자의 확

산에 의해 대기의 냉각효과가 발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b)와 (c)는 수증기와 물입자의 확산 범위를 나

타낸 것이며, (b)는 수증기(0.01534 kg/kg)의 확산 범

위가 약 175 m인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c)는 물입자

(0.00001 kg/kg)의 확산 범위가 약 75 m에 이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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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emperature(℃)
         

(a) Temperature(℃)

(b) Water vapor(kg/kg)
        

(b) Water vapor(kg/kg)

(c) Waterdrop(kg/kg)
Fig. 4. Result of temperature(a), water vapor 

(b), water drop(c) when wind speed is 
5.0m/s,  diameter of water particle is 500 
㎛.

        

(c) Waterdrop(kg/kg)
Fig. 5. Result of temperature(a), water vapor 

(b), water drop(c) when wind speed is 
6.0m/s, diameter of water particle is 
500 ㎛.

다. (b)와 (c)에 나타난 수증기와 물입자의 확산으로 

분수 주변의 대기에 냉각효과가 나타나 온도가 저하

됨을 알 수 있다.

3.3.2. 풍속 4.2 m/s, 물방울 직경이 500 ㎛인 경우

Fig. 3는 풍속 4.2 m/s, 물방울의 직경이 500 ㎛인 

경우의 온도(a), 수증기(b), 물방울의 확산범위(c)를 

각각 나타낸 것이다. (a)는 대기온도 변화를 나타낸 것

으로, 바람의 증가에 따라 물줄기의 낙하지점이 이동

되고, 낙하되는 지점(약 30 m)에서 가장 낮은 온도

(30.5℃)를 나타내고 있다. 약 245 m까지 물입자의 확

산으로 인해 0.5℃ 이상의 냉각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b)와 (c)는 수증기와 물방울의 확산 결

과를 각각 나타낸 것이며, 수증기의 확산 범위가 약 

320 m, 물방울의 확산 범위가 약 145 m에 이르고 있

음을 나타내고 있다.

3.3.3. 풍속 5.0 m/s, 물방울 직경이 500 ㎛인 경우

Fig. 4은 풍속 5.0 m/s, 물방울의 직경이 500 ㎛인 

경우의 온도(a), 수증기(b), 물방울의 확산범위(c)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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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나타낸 것이다. (a)는 대기온도 변화를 나타낸 것

으로, 물줄기의 낙하지점이 풍속에 영향을 받아 이동

되고, 물줄기가 주로 떨어지는 지점(약 45 m)에서 가

장 낮은 온도(31.5℃)가 나타나고 있으며, 약 375 m까

지 물입자의 확산으로 인해 0.5℃ 이상의 냉각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b)와 (c)는 수증기와 물방울의 확산 

결과를 각각 나타낸 것이며, 수증기의 확산 범위가 약 

320 m, 물방울의 확산 범위가 약 165 m에 이르고 있

어 풍속의 증가에 따라 수증기와 물입자의 확산범위

가 증가되고 있다. 

3.3.4. 풍속 6.0 m/s, 물방울 직경이 500 ㎛인 경우

풍속 6.0 m/s, 물방울의 직경이 500 ㎛인 경우의 온

도(a), 수증기(b), 물방울의 확산범위(c)를 각각 나타

낸 것이 Fig. 5이다. (a)는 대기온도 변화를 나타낸 것

으로, 풍속의 증가에 따라 물줄기의 떨어지는 지점이 

이동되고, 물주기가 주로 낙하되는 지점(약 60 m) 부
근에서 가장 낮은 온도(32℃) 분포가 형성되며, 약 

440 m까지 물입자의 확산으로 인해 0.5℃ 이상의 냉

각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b)와 (c)는 수증기와 물입자의 확산 결과를 각각 

나타낸 것이며, 수증기와 물입자의 확산 범위가 각각 

320 m, 190 m 부근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풍속의 증가에 따라 수증기와 물입자의 확산범위가 

넓어지고, 물에 의해 냉각되는 대기 공간도 확대됨을 

알 수 있다.

3.3.5. 풍속이 2.0 m/s, 물방울 직경이 750 ㎛인 경우

풍속 2.0 m/s, 물방울의 직경이 750 ㎛인 경우의 온

도(a), 수증기(b), 물방울의 확산범위(c)를 각각 나타

낸 것이 Fig. 6이다. (a)는 대기온도 변화를 나타낸 것

으로, 바람에 의해 물방울이 주로 떨어지는 지점인 물

기둥 부근에서 가장 낮은 온도(29.5℃)가 나타나고 있

으며, 약 110 m까지 물입자의 확산으로 인해 0.5℃ 이

상의 냉각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b)와 (c)는 수증기와 

물입자의 확산 결과를 각각 나타낸 것이며, 수증기와 

물입자의 확산 범위가 160 m, 65 m 부근까지 도달하

고 있다. 

3.3.6. 풍속이 4.2 m/s, 물방울 직경이 750 ㎛인 경우

Fig. 7는 풍속 4.2 m/s, 물방울의 직경이 750 ㎛인 

경우의 온도(a), 수증기(b), 물입자의 확산범위(c)를 

각각 나타낸 것이다. (a)는 대기온도 변화를 나타낸 것

으로, 바람에 의해 물줄기가 주로 떨어지는 지점(35 
m) 부근에서 가장 낮은 온도(32.0℃)가 나타나고 있으

며, 110 m 부근까지 0.5℃ 이상의 냉각효과를 나타내

고 있다. (b)와 (c)는 수증기와 물입자의 확산 범위를 

각각 나타낸 것이며, 수증기의 확산 범위가 300 m, 물
방울의 확산 범위가 120 m 부근까지 도달되고 있다.

3.3.7. 풍속이 5.0 m/s, 물방울 직경이 750 ㎛인 경우

Fig. 8은 풍속 5.0 m/s, 물방울의 직경이 750 ㎛인 

경우의 온도(a), 수증기(b), 물방울의 확산범위(c)를 

각각 나타낸 것이다. (a)는 분수에 의한 대기온도 변

화를 나타낸 것으로, 바람에 의해 물줄기가 주로 떨어

지는 지점(35 m)에서 가장 낮은 온도(32.5℃)가 나타

나고 있으며, 약 245 m까지 물입자의 확산으로 인해 

0.5℃ 이상의 냉각효과가 발생되고 있다. (b)와 (c)는 

수증기와 물방울의 확산 결과를 각각 나타낸 것이며, 
수증기와 물입자의 확산 범위가 350 m, 135 m에 이

르고 있다.

3.3.8. 풍속이 6.0 m/s, 물방울 직경이 750 ㎛인 경우

풍속 6.0 m/s, 물방울의 직경이 750 ㎛인 경우의 온

도(a), 수증기(b), 물방울의 확산범위(c)를 각각 나타

낸 것이 Fig. 9 이다. (a)는 분수에 의한 대기온도 변화

를 나타낸 것으로, 풍속과 물입자 크기의 증가에 의해 

물줄기의 낙하되는 지점의 이동과 함께 물줄기의 낙

하지점(35 m)에서 가장 낮은 온도(32.0℃)가 나타나

고 있다. 275 m 부근까지 물입자의 확산으로 인해 0.
5℃ 이상의 냉각효과가 발생되고 있다. (b)와 (c)는 수

증기와 물방울의 확산 결과를 각각 나타낸 것이며, 수
증기와 물입자의 확산 범위가 405 m, 155 m 부근에 

도달되고 있다. 따라서, 물방울 크기의 증가에 따라 수

증기와 물입자의 확산범위가 좁아지고, 물에 의해 냉

각되는 대기 공간도 축소됨을 알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지구 온난화에 의해 대도시의 열섬

현상을 제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

는 분수에 의한 대기 냉각효과를 알아보았다. 분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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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emperature(℃)
         

(a) Temperature(℃)

(b) Water vapor(kg/kg)
         

(b) Water vapor(kg/kg)

(c) Waterdrop(kg/kg)
Fig. 6. Result of temperature(a), water vapor 

(b), water drop(c) when wind speed is 
2.0m/s, diameter of water particle is 
750 ㎛.

         

(c) Waterdrop(kg/kg)
Fig. 7. Result of temperature(a), water vapor 

(b), water drop(c) when wind speed is 
4.2m/s, diameter of water particle is 
7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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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emperature(℃)
         

(a) Temperature(℃)

(b) Water vapor(kg/kg)
         

(b) Water vapor(kg/kg)

(c) Waterdrop(kg/kg)
Fig. 8. Result of temperature(a), water vapor 

(b), water drop(c) when wind speed is 
5.0m/s, diameter of water particle is 
750 ㎛.

         

(c) Waterdrop(kg/kg)
Fig. 9. Result of temperature(a), water vapor 

(b), water drop(c) when wind speed is 
6.0m/s, diameter of water particle is 
7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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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고사분수이

며, 분수에서 분출되는 물기둥의 높이를 일정하게 하

고, 물방울의 크기와 풍속에 의해 생성되는 물입자의 

확산과 그로인한 냉각효과를 고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물방울의 입경이 500 ㎛일 때는 유입풍속(2.0～

6.0 m/sec)에 따라 낙하되는 물줄기의 이동과 함께 물

입자는 75～190 m, 수증기는 175～440 m까지 확산

되며, 분수가 설치된 지점(0 m)부터 130～330 m의 범

위에서 약 0.5℃ 이상의 대기온도 냉각효과가 발생되

고 있다.
2) 물방울 직경이 750 ㎛일 때는 유입풍속 (2.0～

6.0 m/sec)의 증가에 따라 물입자는  65～155 m, 수
증기는 160～405 m 부근까지 확산되며, 분수가 설

치된 지점(0 m)부터 110～275 m의 범위에서 약 0.
5℃ 이상의 대기온도 냉각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3) 물방울의 직경, 유입풍속에 따른 물입자의 확산 

및 냉각효과 범위를 예측한 결과, 유입풍속의 증가와 

함께 물방울 및 수증기의 확산의 범위가 확산되며, 그
로인한 주변 대기환경의 냉각효과 범위도 그에 비례

하여 커짐을 알 수 있다. 또한, 분출되는 유량이 일정

하고 물방울의 입경이 작을수록 물방울의 개수가 증

가한다. 따라서, 유량에 물방울이 접촉하는 면적이 크

기 때문에 증발량이 증가하고 냉각효과의 영향이 크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분수에 사용되는 담수, 수돗물, 강․하천수 등

은 미관 및 주변 대기환경의 냉각효과로서 접근이 가

능하며, 바닷물일 경우에는 바닷물에 포함되어 있는 

염분에 의해 주변지역의 생태계에 염분피해가 예상되

므로 바다에 분수를 설치할 경우에는 유입풍속, 물기

둥 높이, 물방울 직경 등을 고려하여 염분에 의한 생태

계의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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