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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it is first intended to simulate the vertical profile of atmospheric flow
in a short wind tunnel. In order to accomplish it, proper devices are designed properly to
reduce freestream flow momentum and it is confirmed from the measured velocity profile
using hot-wire anemometer that momentum flux of the tunnel free stream can be reduced and
desired atmospheric boundary can be created. Second, experiments are performed to identify
influences of a surrounding structure measuring correct wind velocity by an anemometer,
which are located nearby due to area limitation in actual airport and correction factors are pro-
posed from experimental results. One of findings is that in order to limit the velocity attenua-
tion due to a nearby structure under 10%, wind velocity measuring equipment should be
installed at least 6 times of the structure height away from the structure of conc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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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기류는 지표면의 특성에 따라 마찰력의 영향을 받
는 대기경계층 내의 바람으로서 일반적으로 풍속이 상
층보다 감소하며 난류가 형성된다. 또한 풍속이나 풍
향이 시공간적으로 변화하는 특성을 가진다(Korea Wind
Engineering Association, 2010). 이러한 기류를 풍동
(Wind Tunnel)에서 상사하기 위해서는 풍속의 연직분
포를 고려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두꺼운 기류의 경
계층을 모사하기 위해 시험부가 긴 풍동이 필요하다.
또한, 난류 강도 및 스펙트럼 특성을 재현할 수 있어
야 한다(Emil and Robert, 1996).
기류 모사를 통한 풍동 실험은 주로 건축물 등의
설계 시 이용될 수 있으나 기상에서 중요한 바람관측
에서 발생되는 오차를 분석하기 위해서도 이용될 수

있다. 특히 항공운항에서 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
을 위해 대표성을 지닌 바람관측정보가 최소 매 2분
단위로 관제요원에게 제공하도록 권고되고 있다(WMO,
2008). 항공기 사고의 22% 정도가 기상 요인으로 발
생하였다는 점(FAA, 2010)을 인식하면 정확한 바람관
측 정보의 신속한 제공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공군사관학교(KAFA, Korea

Air Force Academy)가 보유하고 있는 중형 아음속 풍
동에서 기류를 모사하고, 둘째, 공항에서 설치장소의
제한으로 기상관측장비와 가깝게 설치된 계기착륙장
치(ILS, Instrument Landing System)가 바람의 유속측
정에 미치는 영향을 모사된 기류 조건에서 실험적으
로 파악하고 보정계수를 제시하였다.

2. 본 론

2.1 기류의 모사

대기 경계층 및 난류의 모사는 시험부가 긴 풍동이
시험 목적상 가장 바람직하나 공군사관학교가 보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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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풍동은 Fig. 1a에 보이는 바와 같이 시험부
가 폭 3.5 m, 높이 2.45 m, 길이 8.7 m로서 항공분야
실험에 적합하게 설계되었다. 따라서, 시험부가 짧은
풍동에서 기류를 모사하기 위해서는 스파이어(Spires),
격자(Grids), 장애물(Barriers), 펜스(Fences)와 같은 두
꺼운 경계층과 난류를 발생시키는 수동적 장치를 시
험부 입구에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이
러한 장치들에 의해 발생되는 난류는 실제 대기 난류
와의 상사성(Similarity)을 일치시키기 어렵다(Emil and

Robert, 1996).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난류강도(Turbulence
Intensity)나 난류 스펙트럼(Turbulence Spectrum)의 상
사성을 일치시켜야 하는 건축물이나 교량 등의 실험
이 목적이 아니라 정확한 평균 유속측정에 관한 것이
므로 기류 경계층의 유속 연직분포를 일치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다. 기류 경계층의 연직분포는 대수법칙
또는 지수법칙이 흔히 이용되는데 대수법칙이 더 정
확하다고 알려져 있으나 지수법칙의 표현이 보다 간
단하여 실용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Korea Wind
Engineering Association, 2010). 지수법칙은 식 (1)과
같이 표현된다.

(1)

여기서, δ는 경계층의 높이이며 풍동 실험에서는 일
반적으로 모델 높이의 약 1.5배 정도로 설정하여 모
사한다. Uδ는 δ 높이에서의 자유류 속도이다. z는 수
직방향 위치, α는 지표면 조도(Roughness)에 따라 결
정되는 멱지수 값이다.
본 연구에서 고려하는 실험 대상은 공군 서울기지
의 ILS 타워이며 실제 타워의 높이는 15 m이다. 풍동
시험부의 높이와 길이를 고려하여 1/30의 축소모델
(높이 0.5 m = hm)을 제작하였다.

ILS 타워 모델의 높이를 고려하면 경계층 높이 δ는
0.75 m가 된다. 거칠기길이(Roughness Length)는 고려
하는 지표면의 상태에 따라 결정되는 상수로서 지표
면의 상태는 바다, 전원, 교외, 개방된 평탄지, 대도시
등으로 구분된다. 멱지수는 거칠기길이에 따라 결정
되는 상수이다. 공군 서울기지를 개방된 평탄지로 가
정하면 거칠기길이, z0는 0.03 m이며 멱지수 α는 0.15
의 값을 가진다(Wieringa, 1996). 식 (1)로부터 기준
속도 Uδ가 설정되면 결정된 δ, α에 따라 풍동 실험에
서 모사해야 하는 이론적인 기류 경계층 속도의 연직
분포를 z에 따라 구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구해진 기류 경계층 속도의 연직분포를
모사하기 위해 시험부 입구에서 유입되는 풍동 자유
류의 운동량(Momentum)을 감소시키기 위한 장치들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참고문헌(Irwin, 1981)에서 제안된 방법
을 적용하였다. 이 방법은 Fig. 2와 같은 스플리터(Splitter)
가 포함된 스파이어(Spire)와 스파이어를 지난 흐름에 대
해 지속적으로 경계층을 성장시키기 위해 바닥면에 정
육면체(Cubic) 형태의 장애물들을 설치하여 기류 경계층
을 모사하는 것이다. 스파이어 설계는 먼저 주어진 δ, α
에 대해 스파이어의 높이를 식 (2)와 같이 결정한다.

(2)

U z( )
Uδ

----------- = z
δ--⎝ ⎠
⎛ ⎞

α

h = 1.36δ
1 + α/2
------------------

Fig. 1. Test facility, ILS tower model and experimental setup.



Atmosphere, Vol. 23, No. 4. (2013)

최철민·김계환·김영철·권기범 515

다음으로 스파이어의 베이스 폭(b)은 식 (3)과 같이
결정한다.

(3)

여기서 H는 풍동 시험부의 높이이며 ψ는 식 (4)와 같
이 계산된다.

(4)

스플리터의 베이스 길이는 h/4이며 스파이어들의 간
격은 h/2로 배치한다. 이러한 스파이어와 정육면체 형
태의 장애물들을 배치하게 되면 스파이어 높이의 6배
가 되는 하류 지점에서 원하는 기류를 얻을 수 있다.
경계층의 지속적 성장을 돕는 정육면체 형태의 장애
물 설계는 정육면체 간의 크기 및 이에 따른 설치 간
격(Spacing)의 결정으로 이루어진다. 원하는 연직분포
를 보다 정확히 모사하기 위해 다양한 정육면체 크기
와 간격에 대한 조합을 풍동 시험부에서 시도하기 어
려우므로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위치와 간격을
조정하기 쉬운 체인 형태의 장애물을 흐름에 수직 방
향으로 시험부 바닥에 네 줄 설치하였다.
속도장의 측정은 DANTEC사의 3축 55R91 열선 유
속계(Hot-Wire Anemometer)를 이용하였다. 열선 유속
계는 유동현상에 대한 유속계 자체적인 교란을 가지

고 있으나 유속뿐만 아니라 난류성분, 상관계수 및 난
류의 주파수 특성 등을 연속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장
점이 있다. 사용된 열선 유속계의 열선직경은 5 µm이
며 열선길이는 1.25 mm이다. 측정 가능한 유속은 0.2~
500 m s−1이다. 열선 유속계의 교정절차를 수행한 결
과 정확도는 1 m s−1~340 m s−1 범위 내에서 ± 0.02 m
s−1이다.
열선 유속계는 PTS(Probe Traverse System)에 장착
되어 위치를 조정해 가며 측정을 수행하였다. Figure
1c에 전체 시험부에 장착된 5개의 스파이어와 4줄의
체인, ILS 타워 모델, PTS를 볼 수 있다.

Figure 3은 자유류 속도가 높이 0.33 m에서 40 kts
(20.58 m s−1)가 되도록 풍동의 RPM을 조절한 후 스
파이어로부터 6h지점의 위치에서 열선 유속계로 측정
한 유속의 연직분포와 지수법칙에 근거한 이론적인
유속의 연직분포를 비교한 것이다. 고려하는 z범위에
서 이론적인 값과의 최대 오차는 3.3%로서 이론적인
연직분포와 매우 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2.2 시험조건

ILS 타워가 근처에 설치된 바람관측장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1/30 ILS 모델을 시험부에 설
치하고 기준 측정조건을 유속 40 kts, 열선 유속계의
수평이격거리(x)는 ILS 타워 모델 및 기류의 흐름방
향과 정열된 상태인 0 m, 높이(z)는 0.33 m(실제 공항
에서 바람관측장비의 높이는 10 m이고, 풍동 내 실험
환경에서는 2/3 hm에 해당한다.), 모델과의 거리(y)는

b
h
--- = 0.5 ψ

1 + ψ-------------H
δ---- 1 + α

2
---⎝ ⎠

⎛ ⎞

ψ = β
1 − β( )2

------------------- 2
1 + 2α---------------- + β − 1.13α

1 + α( ) 1 + α/2( )-----------------------------------------
⎩ ⎭
⎨ ⎬
⎧ ⎫

where, β = δ
H
---- α

1 + α-------------

Fig. 2. Triangular spire geometry with splitter plate (Irwin,
1981).

Fig. 3. Comparison of vertical velocity profiles between
theory and experiment (blue dots show theoretical values
and red dots represent measurement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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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로 설정하였다. Figure 1b에는 시험부에 설치된 ILS
타워 모델(좌)과 설계도면(우) 그리고 열선 유속계의
측정위치에 사용된 좌표계와 풍동 내의 기류 흐름의
방향을 나타내었다.
기준 조건에서 각 실험변수에 대해 다른 변수들을
고정한 상태에서 변화를 주어 유속을 측정하여 변수
별 바람 왜곡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실험 변
수로는 먼저 ILS 모델로 불어 들어가는 바람 유입 방
향에 따른 모델의 바람 왜곡도를 살펴보기 위한 ILS
타워 모델의 회전각(Orientation Angle)이 있으며, ILS
타워의 후방 바람 왜곡의 수평적 범위를 분석하기 위
한 열선 유속계의 수평적 이격 거리(x), 바람 왜곡의
수직 방향의 범위를 살펴보기 위한 열선 유속계의 높
이(z)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거리 변화에 따른 왜곡도
분석을 위한 열선 유속계와 모델과의 거리(y)가 있다.

2.3 결과분석 및 토론

실험변수에 대한 결과 분석은 ILS 타워 모델이 없
을 때의 유속(Ur)에 대해 모델이 존재할 때의 유속(Ua)
의 비, 즉 감쇄비율(Ua/Ur)을 통해 수행되었다. Figure
4a의 上은 ILS 타워 모델의 자세에 따른 감쇄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타워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60o, −120o]
구간에서 상대적인 감쇄가 큰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는 타워의 좌측에서 바람관측장비가 운용될 경우 타
워에 의한 바람의 왜곡이 가장 클 것으로 판단할 수
있어 실제 공항에서 감쇄가 가장 크게 발생되는 ILS
타워의 좌측에 바람센서를 설치하는 것을 피하는 것
이 좋겠다. Figure 4a의 下는 수평이격거리에 따른 결
과로서 x축으로 좌우 [−0.2 m, 0.2 m]의 범위 이내에
서 왜곡이 발생함으로써 본 실험점에 근거하여 타워
모델에 의한 왜곡의 수평범위가 약 53o [2 × tan−1 (0.2)]
이내임을 알 수 있다. 보다 정확한 왜곡의 수평범위
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x축 방향의 실험점
이 필요하나, 가까운 거리에서 ILS 타워가 왜곡시킬
수 있는 풍향의 범위가 약 53도에 해당함을 알 수 있
는 결과이다. Figure 4b는 열선 유속계의 높이 및 거
리에 따른 감쇄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높이가 낮으면
낮을수록 모델과 가까울 경우 왜곡의 정도가 심해짐
을 알 수 있다. 또한, 모델 높이의 4배에 해당하는 2 m
의 이격 거리부터는 높이에 무관하게 감쇄량이 크게
감소함을 알 수 있으며, 동시에 측정위치가 타워 높
이 이상일 경우 거리와 무관하게 왜곡이 발생하지 않
음을 알 수 있다. Figure 4c의 左는 기준 거리(y = 1 m)
에서 측정높이를 변화시킨 결과로 0.4 m 높이 이하에
서 감쇄량의 요동이 있지만, 그 이상의 높이에서는 높
이 증가에 따라 감쇄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고, ILS 타워 높이까지 높이면 감쇄가 거의 일
어나지 않음을 재확인 할 수 있다. Figure 4c의 右는

일반적 바람 센서의 관측 높이에 해당하는 기준 높이
(z = 0.33 m)에서 이격거리를 변화시킨 결과로 거리 증
가에 따라 감쇄량이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
제 바람관측장비의 위치인 10 m 높이(실험의 경우
0.33 m)에서 10% 이하의 바람왜곡을 얻기 위해서는
최소 3 m(모델 높이의 6배) 이상의 거리 이격이 필요
함을 알 수 있다. 특히, 바람 감쇄의 영향이 없는 보
다 정확한 관측을 위해서는 센서와 ILS타워 사이의
이격거리가 ILS타워 높이의 10배(5 m)보다 더 커야

Fig. 4. Experimental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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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세계기상기구(WMO)가 권고
하는 장애물 높이의 10배의 이격 거리로도 후방 왜곡
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로 ILS 타워 구조물이 후방의 바람관측
에 미치는 왜곡 영향도는 ILS 타워로부터 후방으로
바람 센서가 떨어진 거리와 바람 센서의 높이 증가에
대해 각각 반비례함을 알 수 있으며, ILS 타워의 후
방 바람 왜곡으로부터 벗어나, 보다 정확한 바람관측
이 되기 위해서는 바람 센서의 관측 높이를 최소 ILS
타워의 높이만큼 높이거나, 후방으로 ILS타워 높이의
10배에 해당하는 거리 이상으로 이격된 지점에 바람
센서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ILS의 자세, 바람왜곡의 수평 및 수직방향 범위, 거
리 변화에 따른 후방 바람의 감쇄비율은 바람관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보정계수(감쇄비율의 역수, Ur/
Ua)로 활용될 수 있으며 Table 1에 관측장비의 ILS와
의 거리에 따른 보정계수를 그 예로 제안하였다. 공
군 서울기지의 사례에서와 같이 충분한 거리 이격이
없이 바람관측이 수행되는 공항에서는 ILS로부터 불
어오는 바람 관측 풍속에 보정계수를 곱하여 바람 정
보를 추정한다면 항공기의 이·착륙 단계에서 풍속을
실제보다 약하게 평가하는 오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기류 경계층의 연직분포를 풍동에서
모사하고 이를 이용하여 실제 공항에서 제한된 장소
로 인해 바람관측장비와 근거리에 위치한 항법 장비
인 ILS의 바람관측에 대한 영향성을 모델을 활용하여
실험적으로 분석하였다.
짧은 시험부를 지닌 공군사관학교 풍동에서 스파이
어와 시험부 바닥에 체인을 설치함으로써 원하는 기

류 경계층의 연직분포를 성공적으로 모사할 수 있었
다. ILS의 영향성 분석 결과 현재의 관측장비 높이에
대해 타워 높이의 최소 10배 거리 후방까지 유속의
감쇄가 존재하므로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관측된 바람정보의 정확도가 떨어질 것으로 판
단된다. 또한, 정확한 바람관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각 조건에 따른 감쇄비율
을 획득하였으며 충분한 장소적 조건을 갖추지 못한
곳에서 감쇄되는 풍속의 보정에 활용할 수 있는 보정
계수를 제안하였다. 다만, 실험이 수행된 풍동의 길이
의 제한으로 인해 후방 풍속의 무감쇄가 발생되는 거
리까지 바람 센서를 이격시켜 실험을 지속하지 못한
점은 아쉬운 점이라 하겠다.
본 연구를 기초로 하여 주변 지형과 시설물에 대해
상세 분석이 수행된다면 공항 내 바람정보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바람정보의 대표성 확
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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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rrection Factors for the Variation of Anemometer
Distance from the ILS.

Distance (m) 0.5 1.0 2.0 3.5 5.0

Correction factor 1.481 1.284 1.143 1.095 1.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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