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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재난변동풍하중을 받는 고층건물의 예비설계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를 얻기 위하여 경계층풍동

실험을 실시했다. 먼저 본 실험에 앞서 경계층풍동내의 자연풍을 얻기 위하여 확산장치를 이용했고, 이로부터 평균풍속 수

직분포, 난류강도, 파워스펙트럼으로 입증했으며, 이 후 변장비 1:2 강체모형을 이용 경계층풍동실험을 실시한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경계층풍동에서의 평균풍속 및 난류강도의 수직분포가 자연풍과 같이 잘 실현되었다.

2. 변동풍속 스펙트럼은 Von Karman spectrum과 비교한 결과 잘 일치했다. 3. 변동압력 스펙트럼에서 풍상면의 피크분포는

0.01-0.1 Hz영역에서 발생했고, 풍후면은 0.1 Hz영역에서 발생했다. 4. 자기상관계수는 재난변동풍하중의 작용시간이 증가하

면 정성확률과정으로 분포하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핵심용어 경계층 풍동 실험, 변동압력 및 스펙트럼, 자기상관계수

ABSTRACT In this paper, used by the boundary layer wind tunnel test, have conducted a series of wind tunnel experi-

ments, i.e. test the mean velocity profile regarding the surface roughness, turbulence intensity and power spectrum mea-

sured by augmentation device. After that, to provide data relevant for the preliminary design step of tall building hazard

fluctuating wind loads may be obtained fluctuating pressure coefficients, fluctuating pressure spectrum, autocorrelation

coefficients by the boundary layer wind tunnel test. From the results of experiments, this study can be obtained conclu-

sions as follows. 1. We know the fact that the mean velocity profile and the turbulence intensity are well fitted natural wind

flow in the boundary layer wind tunnel. 2. The satisfactory agreement of velocity spectrum can be obtained from the compare of

fluctuating power spectrum and Von Karman spectrum. 3. We know the fact that the fluctuating pressure spectrums dis-

tributed peak at 0.01 Hz-0.1 Hz in the windward surfaces and at 0.1 Hz in the leeward surfaces. 4. We know the fact that

the autocorrelation coefficients distributed stationary random processes with application time of hazard fluctuating wind loads.

KEYWORDS boundary layer wind tunnel test, fluctuating pressure coefficientsspectrum, autocorrelation coefficients

1. 서 론

1940년 11월 7일 타코마교가 강풍에 의해 붕괴되면서

선진 여러 나라에서는 고층건물의 내풍설계시 풍하중과

구조물의 동적특성을 고려한 설계가 진행되기 시작했으며,

그 후 1960년대부터 A. G. Davenport, J. Vellozzi, B. J.

Vickery, A. Kareem, W. H. Melbourne, C. J. Cook, H. Kawai

등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특히 40층

정도 높이의 고층건물에서는 지진하중에 의한 응답효과보

다는 풍하중지고 있으며, 이러한 재난변동풍하중에 의해

발생하는 고층건물에서의 진동문제에 대한 내풍설계는 고

층건물과 변동풍하중의 동적특성을 고려한 설계가 진행되

고 있다.10,11,12,17)

선진 여러 나라에서는 변동풍속 및 고층건물의 동적특

성을 고려한 연구와 내풍설계가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나*우주종합건설(주)(E-mail: hl4cm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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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에서는 정적개념만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불합

리한 내풍설계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

한 연구의 한 부분으로서 고층건물의 형태에 따른 변동풍

압분포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과정에서는 주로 변장비가

1:1인 강체모형이 풍동실험에 이용되었고, 일부에서는 재

부착, 후류 등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변장비 1:2인 강

체모형도 이용되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실정이다.1,2,3,4,5)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재난변동풍하중을 받는 도심의

고층건물에 대한 변동풍압분포에 관한 기초자료를 얻기

위하여 변장비 1:2의 강체모형을 이용한 경계층 풍동실험

을 실시하고, 풍동실험으로부터 직접구한 자료를 분석하

므로서 내풍설계에 필요로 하는 기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형경계층 풍

동내에서 교외지역과 도심지역에 해당하는 대기경계층을

Augmentation Device를 이용하여 자연풍을 재현한 후, 이

로부터 평균풍속의 수직분포, 난류강도, 변동풍속스펙트

럼을 구한다. 이렇게 구한 경계층 풍동내에서의 자연풍의

성질과 해석에 의한 해와 비교해 봄으로서 경계층 풍동내

에서 생성한 난류가 자연풍의 상태임을 검증한다. 이렇게

재현된 경계층풍동장치의 측정부에서 종횡비 4, 변장비

1:2인 강체모형(유압공 96개)에 입사각이 0도, 90도에 대한

각각의 위치에 따른 96개의 유압공에서의 풍압계수, 변동

풍압 스펙트럼, 자기상관계수를 구하여 분석했다. 본 논문

의 연구에 사용된 풍동장치는 전북대학교 건축공학부의

대형풍동장치를 이용하였다. 

2. 경계층 풍동실험

2.1 상사법칙

실 구조물을 이용하는 대신 축척모형을 사용할 경우에는

실 구조물과 축적모형과 일정한 법칙이 필요한데 이것을

상사법칙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건물의 풍동실험에서 필

요로 하는 상사조건은 표 1과 같다.

2.2 경계층 풍동장치 및 모형

본 논문의 실험에 사용한 풍동은 전북대학교 건축공학

과의 내풍실험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대형 경계층풍동으로

서 측정부의 제원은 길이 12.0 m, 폭 1.5 m, 높이 1.2 m의

개방형이며, 표 2는 풍동의 주요제원을 나타내고 있다. 그

림 1에서는 풍동의 입면도와 경계층 풍동의 모습을 나타

내고 있다.

표 3에서는 계측 기기의 리스트를 나타내고 있고, 표 4

에서는 모형의 제원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2에서는 측압공의 위치를 나타내고 있다. 

표 1. 상사법칙의 고려 사항

기하학적 운동학적 역학적

형상, 치수 평균풍속의 수직분포 질량비, 탄성모수

주변지형 난류강도의 수직분포 감쇠상수

경계층 고도 난류스케일의 분포 환산풍속

난류스케일 난류의 파워스펙트럼 레이놀드의 수

표 2. 풍동의 주요 제원

명 칭  제 원

형 태 개방형

측 정 부 폭1.5 m 높이1.2 m 길이 12 m

풍 속 0.3-22.0 m/sec

난 류 강 도 Less than 0.5%

풍 속 편 차  1% 이하 

Turntable 직경: 80 cm, Hand-drive

그림 1. 경계층 풍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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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풍동실험의 상사조건

본 논문은 강체모형에 작용하는 변동풍압분포를 조사하기

때문에 표 1의 상사법칙 중 기하학적 및 운동학적 조건을

만족하도록 했으며, 표 5와 같다. 

표 5의 조건을 만족하는 자연풍의 재현을 확인하기

위하여 풍동실험 자료와 이론해석에 의해 얻어진 평균풍

속의 수직분포, 난류강도의 수직분포, 변동풍속 의 스펙

트럼의 결과를 그림 3에서 나타내고 있으며, 여기서 평

균풍속의 수직분포는 지수법칙, 변동풍속 스펙트럼은

von Karman 스펙트럼과 비교하여 나타냈다. 그림 3(a)로

표 3. 계측 기기의 리스트

계측 기기명  형 식

A/D Convertor AT-MIO-16XE-50-NI-

열선풍속계(풍속측정) IHW-100

풍압계(풍압측정) scanivalve(model J)

Amplifier TEAC SA-100D

Micro manometer DP-20A-OKANO-

표 4. 모형의 제원

 B (cm)  L (cm)  H (cm) SR AR Blac. 측압공 재질 튜브

7.1 14.1 40 1:2 4 1.89% 1.6 아크릴 40 cm

그림 2. 측압공의 위치도

표 5. 풍동의 실험의 상사조건

샘플

측정시간 51.2(실현상 44분 정도)

샘플링 Hz 100 Hz

샘프링 수 10240*3

필터 LPF =100Hz

기하

학적 

모형 스케일 1/400

시간 스케일 1/50

풍속 스케일 1/8

운동

학적
AD사용

조도블럭: 4×4×3 cm : 20 cm@30 cm 

톱니형 벽: 높이 20·30 cm, 톱니간격 10 cm

난류격자: 2 cm

그림 3. 풍동실험의 상사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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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수직분포 및 난류강도의 실험치와 이론치가 근사함을

알 수 있고, 그림 3(b), (c)로부터 변동풍속 스펙트럼에서

실험치와 이론 치가 잘 일치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3. 실험결과

3.1 풍압계수

평균풍압, 변동풍압 표준편차, 평균풍압계수, 변동풍압

계수는 각각 다음의 식 (1-2, 4-5)으로 나타낸다.

(1)

(2)

(3)

(4)

(5)

여기서 P(i): 모형의 측압공압

P
s
: 풍동내의 기준정압

ρ: 공기밀도(0.125 kg·s2/m4)

U
h
: h높이의 풍속(m/s)

q
h
: 속도압

풍동실험에서 측정된 풍압계수의 일부를 부록 그림 1에

서 나타내고 있다.

3.2 변동풍압 스펙트럼

변동풍압의 전 에너지에 대한 기여정도를 나타내는 파

워스펙트럼은 풍속의 구배, 풍향, 난류강도, 난류스케일

등의 바람의 특성이나 건물의 형상, 높이 등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특히 공진에 의한 진동특성이 매우 중요하다. 측

정된 풍동실험의 변동풍속으로부터 해석한 변동풍압 스펙

트럼의 일부를 부록 그림 2에서 나타내고 있다. 

3.3 자기상관계수

변동풍속의 시간 변화에 따른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계

수로 측정된 풍동실험의 변동풍속으로부터 해석한 자기상

관계수의 일부를 부록 그림 3에서 나타내고 있다.

4. 실험결과의 분석

4.1 풍압계수

평균풍압계수는 교외(BL1)와 도심(BL2)지역에서 측정

했고, 입사각 0도, 90도에 대한 각각의 실험결과의 일부를

부록 그림 1에서 나타내고 있다. 부록 그림1로부터 평균풍

압계수는 풍상면에서 높이에 따라 증가하는 것을 보였고,

특히 모형높이의 0.8 H 부근에서 가장 크게 분포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측면에서는 모서리 가까운 부분에서 가

장 크게 나타나났고, 측면에서 풍하측으로 갈수록 크게 나

타나는 것은 재부착의 원인이라 판단된다. 

변동풍압계수도 교외(BL1)와 도심(BL2)지역에서 측정

했고, 입사각 0도, 90도에 대한 각각의 실험결과의 일부를

부록 그림 1에서 나타내고 있다. 부록 그림 1로부터 변동풍

압계수도 풍상면에서 높이에 따라 증가하는 것을 보였고,

측면에서는 모서리 가까운 부분에서 가장 크게 나타난 사실

을 알 수 있으며, 풍후면에서는 적은 와들의 에너지 소산에

의해 높이에 따른 큰 변화가 없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4.2 변동풍압 스펙트럼

부록 그림 2의 실험결과로부터 다음의 사실을 학할 수

있었다. 

풍정면의 0도 방향에서 광대협의 피크가 발생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풍정면의 양쪽 모서리에서는 기류의

박리가 일어나고 있는 지점이며 이곳에서는 협대협의 피

크가 발생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횡방향은 무차원주파수 0.08-0.1 사이 협대역에서 명료한

피크가 발생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재부착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의 풍상측 모서리 부분에서 와(vortex)의 발생으

로 인해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풍하측으로 갈수록

와의 소멸로 인하여 약해지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

으며, 이러한 현상은 90도 방향에서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

었다. 또한 풍하측 부분에서는 재부착에 의한 2차 피크가

나타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조도구분의 특성에선

스펙트럼의 크기는 BL2에서 작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풍후면이 0도 일때는 후류의 발생으로인하여 0.1주변에

서의 명료한 피크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

만, 90도가 되면 풍후면이 좁아지면서 명료한 피크보다는

광대협의 피크가 발생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4.3 자기상관계수

부록 그림 3의 실험결과로부터 다음의 사실을 학할 수

P
1

N
---- P i( ) Ps–( )
i 1=

N

∑=

P′
1

N
---- P i( ) P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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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0도 일 때 A면의 모서리에서 주기적인 변동발생이 확인

되고 있으며, 이는 변동파워스펙트럼의 분석결과 모서리

부분에서 와에 의한 와의 박리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주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와의 영향이라 판단된다. 풍상면에서는 변동풍속이 지배

적인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주기함수적인 감소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도구분별 특성에서는 BL1부분에서

주기적인 변동성분이 명료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BL2보다. 난류변동성분이 적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0도에서 90도로 변할 때 측면에 해당하는 C면과 A면에

서 주기적인 특성이 잘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A. Kareem

(1984)에 의해 발표된 결과와 유사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전체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상관계

수는 정성상태로 변화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

한 현상은 시간에 따른 변동성분의 소산에 따른 결과로 판

단된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재난변동풍하중을 받는 고층건물의 변동

풍압분포의 평가를 위해 변장비가 1:2인 강체모형을 이용

하여 풍향(0, 90도), 조도장(도심, 교외), 풍압모형의 위치

(96지점)에 따른 변동풍압계수, 변동풍압 스펙트럼, 자기

상관계수를 측정한 결과 및 분석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

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평균풍압계수는 풍정면의 0.8H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

고, 측면에서는 풍상면의 모서리 부근에서 가장 크게 나타

났고, 풍하측으로 갈수록 작아지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후면에서는 일정하게 나타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변동풍압계수는 정면에서는 높이에 따라 증가하고 풍하

측으로 갈수록 감소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박리부분의 와의 발생과 재부착 지점에서 와의 정상성 때

문이라 생각된다. 

2. 풍상면에서는 무차원주파수 0.01-0.1 Hz 사이에서 광

대협의 피크가 발생하나 측면과 후면에서는 무차원 주파

수 0.1 Hz 부근에서 협대협의 피크가 발생하는 사실을 확

인할 있었다. 이는 풍상면 방향의 측면 모서리에서 박리된

와가 원인이라 판단된다. 풍하측의 뒤쪽 모서리에서는

2차 피크도 확인되었는데 이는 풍하측에서의 재부착에 의

한 원인이라 판단된다. 전체적으로 0.1Hz 부근의 피크점을

지나면서 고진동수영역에서는 저 진동수영역에서의 에너

지 전달과 소산의 반복과정에 의해 변동풍압이 감소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3. 풍상면에서는 지수적으로 감소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불어오는 바람이 풍상면에서는 시간의 차

이가 크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측면과 후면에서 주기적인

진동형상으로 발생하고 있었는데 이는 박리후 측면과 후

면에서 발생하는 와의 주기적인 특성 때문이라 판단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정성상태로 변화하는데 이는 시간에 따

른 변동성분의 에너지 소산에 따른 결과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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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풍압계수 : BL1(교외), BL2(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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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변동풍압 스펙트럼 : BL1(교외), BL2(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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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자기상관계수 : BL1(교외), BL2(도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