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론1.

도시지형에서 화생방 공격이나 사고 또는 의도

적으로 방출된 독성오염물질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 가능성이 증대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예측

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외국에서 개발된 여러 도심지 확산모형은(1-4) 이

상적인 조건에서 개발 검증된 모델이다 제한적.
이지만 국내에서 수행된 모형에 의한 선행연구결

과에 의하면 기존의 도심지 확산모형이 서울과

같은 균질하지 않은 건물로 구성된 도심지에서의

확산은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아직까지 체계적으로 도심지모형이 평가되.
고 한계점들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신뢰할.
만한 도심지모형 알고리즘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풍동실험이나 수치실험을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존재하는 도시모델인

Hanna & Britter, MacDonald et al., Theurer, Rule
등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여 정확도를of thumb

평가하였다 모델을 수행 평가하기 위해 가지. , 3
형태의 균질도시모형에 대하여 풍동실험과 LES

를 이용한 수치실험을 수행(Large-eddy simulation)
하였다.

풍동실험 및 수치해석2.

풍동실험은 도심시모델의 검증을 위한 자료축

적 및 해석결CFD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평균풍속 및 난류 예측을 위한 도심지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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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udy of model for velocity and turbulence within the urban canopy was carried out. To
evaluate existing urban model we conducted wind tunnel experiment and large-eddy simulation (LES).
Mean velocity profile and turbulence are measured within simple three different obstacle arrays. To
obtain supplemental data and to verify morphological model large-eddy simulation was performed.
Several methods have been used to achieve embodying the flow field in urban area. Recently,
morphological method obtaining flow parameters from the statistical or physical representation of
obstacle elements is a arising method. It was found that all morphological model, evaluated in this
study, over predict the friction velocity, most sensitive one among the flow parameters. Velocity and
turbulence in the urban canopy layer were improved by the correction using 'true' friction velo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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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수행하였다 실.
험모형은 이상화된 도시지형조건을 가정하여 형

태가 동일한 블록모형을 과 같이 규칙적으Fig. 1
로 배열하였다 본 실험에서 측정한 항목은 모형.
별 각 지점의 고도에 따른 평균풍속 및 난류강도

이며 측정점은 와 같다Fig. 1 .
실험에 사용한 풍동은 대형 경계층 풍동으로서

형식이며 측정부의 크기는open-circuit (suction) ,
이다 의 도시모형8.0(W)×2.5(H)×23.2m(L) . Fig. 1

세 가지에 대하여 모형을 회전함으로서A, B, C
여러 풍향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단 측정점.
의 위치는 회전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다 각 도.
시모형별 장애물의 치수는 모형 에 대하A, B, C
여 가로 세로가 각각 4 cm × 4 cm, 4 cm × 12

이고 높이는 로 동일cm, 8 cm × 24 cm 20 cm

하며 간격은 가로 세로 방향으로 각각 28 cm, 28
이다cm , 40 cm .

본 연구에서는 또한 를 수행하여 실험으로LES
부터 얻기 힘든 자료를 보충하였다 비압축성.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Navier-Stok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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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식에서 는 난류점성계수로서 모델이 필요

한 항이다 본 연구에서는 의 모델을. Smagorinsky
사용하였다(5) 입구조건은 실험에서 얻어진 접근.
류를 사용하였으며 좌우측 경계와 위쪽 경계면에

서는 미끄러짐 경계조건을 적용하였다.

도시모델3.

도시모델에서 지형피복도를 사용하는 것은 오

차가 큰 단점이 있고 수치해석은 정확한 대신,
큰 비용이 들며 대규모 도시지역에서는 현실적으

로 적용하기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장애물로 부.
터 유동파라미터를 구하는 지형학적방법

이 도시모델을 위한 새로운(morphological method)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모.
델을 편의상 세 가지 모델로 구분하였다 첫 째.
유동변수에 대한 지형모델 (morphological model),
두 번째로 바람장에 대한 속도모델 (velocity

이다 세 번째 난류량에 대한 난류모델이model) . ,
다 는 도시모형으로서 지형인자의 정의를. Fig. 2
나타내며 이로부터 면적비(   와 전면)

면적비(   및 높이) canopy ( 를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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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plan view for
obstacle arrays A, B and C.

Fig. 2 Definitions of morphological para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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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지형모델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그 대,
상은 유동 파라미터인 거칠기길이  배제두께,

를 동시에 제안하는 것으로 하였다. Hanna &
Britter(1)는 전면면적비를 여러 구간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은 식을 제안하였다.
     

    ≥ 

     

     

    

     

    

     

Grimmond & Oke(3)는 모든  구간에서 단순하

게 적용할 수 있는 식을 제시하였다.
  

  

MacDonald, et al.(2)은 물리적인 접근 방법으로

의 모델을 확장하여 다음의 모델을 제시하Lettau
였다.




 

 








 

   

Theurer(4)는 실제 스케일의 도시 및 풍동실험의

결과로부터 다음 모델을 제시하였다.




    



  

현재까지 개발된 Hanna & Britter, Cionco,
의 속도모델은 속도분포를 높이에 따MacDonald

라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지면에2 - 3 .
서 충분히 먼 곳의 속도는 모든 모델에서 대수분

포로 모델링하고 있다 대수분포는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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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부층에 대한 첫 번째 모델은 지수함Canopy
수 분포를 주는 것이다 는 수목층. Cionco (1965)
에서 전단응력과 항력의 균형을 가정하여 다음과

같은 속도분포를 얻었다.




 


 

여기서 는 감쇠계수 로서(attenuation coefficient)
MacDonald(6)는   를 최적 관계식으로 제

시하였다 는. Hanna & Britter (1) 내부의 속canopy
도를 일정하다고 간주한 특성속도( 를 제시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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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속도 모델과 지수분포 모델의 단점은

층에서 상부의 로그분포속도와 하부의 속canopy
도분포가 연결되지 않아 불연속적인 속도분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
고 보다 정확한 속도분포를 모델링하기 위해

MacDonald(6)는      범위에서 속도분포를

다음과 같이 수정시키는 을 제안matching profile
하였다.

   



 

계수 는A, B, C MacDonald(6)을 참고할 수 있

다 이 모델은 가장 정교한 모델이긴 하나 모델. ,
상수의 수가 증가하며 에 대해 매우 비선형적

인 모형이므로 입력되는 파라미터의 값에(, ,

 ,  등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단점)

이 있다.
지형모델 및 속도모델을 본 연구에서 수행된

풍동실험 및 자료와 비교 검증 하여 모델의LES
성능을 평가하였다 네 가지 지형모델과 세 가지.
속도모델로부터 가지 모델 조합이 가능하며12 ,
본 연구에서 제시된 풍동모형 와 풍향A, B, C 0
도 도인 경우에 대하여 평가를 수행하였다 먼40 .
저 지형모델을 평가하여 정확성을 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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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미터 값만을 평가하는 경우이므로 속도모델

을 모델로 고정하고 네 가지 지Hanna & Britter
형모델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대수층에서 속도분.
포의 정확성을 평가함으로써 모델의 정확도를 비

교할 수 있다 비교 대상은 결과이다. CFD . Figs.
에서 모든 풍동모형과 풍향에 대해 조사한3 ~ 8

결과 대수층 속도 분포는 모델이 가장 근MGH
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가장 근사한 경우.
에도 속도구배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마

찰속도가 크게 예측되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속도모델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위 지형모델 평가에서 모델이 가장 근사한MGH
파라미터를 제시하였으므로 이 모델을 지형모델

로 고정하고 세 가지 Hanna & Britter, Cionco,
속도모델에 적용하였다MacDonald . Figs. 9 ~ 14

에 풍동 실험 및 모델로부터 얻어진 속도, CFD
를 비교하였다 모델의 경우 대. Hanna & Britter
수층 속도분포는 잘 들어맞고 있으나 하canopy
부에서 항상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대.
수층의 오차와 마찬가지로 마찰속도가 과대평가

되었기 때문이다 모델은 대수층에서 같은. Cionco
모델을 사용하나 층에서는 지수분포를 사canopy
용하므로 보다 현실감 있는 속도분포를 기대할

수 있다 그림에서 보듯이 지면에 근접할수록 속.
도가 감소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많은.
경우 속도가 과소평가 되고 있으며 아래의 지수,
분포와 위쪽의 대수분포가 에서 항상 연결canopy
된다는 보장은 되지 않는다 모델은. MacDonald

근처에 를 사용함으로써 두canopy matching layer
속도분포가 항상 연결되고 자연스러운 속도 변화

를 기대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에서. Figs. 9 ~ 13
의 속도분포가 성공적으로 구현되matching layer

어 지수분포와 대수분포가 매끄럽게 연결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처럼. Fig. 14 matching layer
가 보다 낮은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 경우canopy

분포는 기대할 수 없으며 의 모델matching Cionco
과 동일하게 처리하였다 이 현상은. MacDonald
모델의 비선형성에 기인한 것으로 매우 정밀하게

계산된 모델 파라미터를 사용하면 해결할 수 있

다 그러나 이는 인위적 조치로서 본 연구의 목.
적과는 부합하지 않으므로 파라미터의 의도적인

조정을 통한 해결은 고려하지 않았다.
마지막 평가로서 난류모델에 대한 평가를 수행

하였다 난류량은. 오염물질의 확산에 큰 영향을

주는 양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한 점에서 시간 평균한 난류량을 사

용하고 있으나 이러한 방법은 도시지역과 같이

평균풍속의 변화가 공간적으로 매우 큰 곳에서는

적당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에서 보듯이. Fig. 15
여러 점에서 측정한 각각의 시간평균 속도가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따.
라서 평균속도의 공간변화를 보정할 필요가 있다
(7) 보정한 난류량은 다음과 같다. .
난류 보정후 난류량 보정전 시간평균속도면적평균속도 

은 보정 전후의 난류량을 비교한 것으Fig. 16
로 보정한 뒤 지면근처의 난류량이 보다 잘 예,
측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형 모두 풍향. A, B
도인 경우의 내부 난류량을 제외하고 모0 canopy
델의 난류량이 크게 예측되고 있다 특히 횡방향.
난류의 경우 주유동방 및 수직방향 난류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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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에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확산모델로부터 예

측된 농도분포는 실제보다 낮게 예측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결 론4.

기존에 제시된 도시모델의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해 풍동실험 및 결과와 비교하였다 모든LES .
모델에서 유동 파라미터가 큰 차이를 보였다 이.
로 인해 속도는 내부에서 큰 오차를 보였caonpy
으며 난류량의 경우 경계층 전체에서 큰 오차를

보였다 도시모델의 최종관심 대상인 확산예측에.
서도 큰 오차를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현.
재 단계에서 어느 모델이 가장 정확한지 판단하

기는 힘들다 만약 유동파라미터의 참 값을 구할. ‘ ’
수 있다면 모델의 성능을 직접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며,
현재 이와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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