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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circulation of air through CFD simulation population density areas by type. As a research method 
300m × 300m area representing the high temperature of the high, low density residential area and the commercial area was selected as 
representative in Seoul. Weather center on the data, wind direction is set as westerly wind and application of average annual wind speed of 
2.6m/s. Simulation analysis was performed with STAR-CCM. As a result, low density residential area wind velocity was 0.5 ~ 1.6m/s and high 
density residential area was 0.5 ~ 1.6m/s. Commercial area the building is large and located on the side of the road it was shown that the air 
velocity was increased by the road. This indicates that the circulation of the air is influenced on the distance between buildings and the r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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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목적**

친환경 관련 사업이 이슈화됨에 사회 전반에 걸쳐 주거

환경의 개선에 대한 논의와 시도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여러 환경요소들 중 공기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다뤄진다. 중국에서 불어오는 황사와 페인트의 휘발성 유

기화합물과 같은 공기의 오염으로 우리의 삶의 질은 점점 

나빠지고 있으며, 각 나라의 규제는 심화되고 있다.[1]

바람길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며 친환경성을 가지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적용되어

지고 있다. 최근 바람길을 통해 대규모 건물군의 공기순

환을 언급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2] 오염된 공기의 배출

과 신선한 공기유입은 물론 거주자의 실체적 생활감을 결

정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바람길은 건물의 배치, 층수, 인

동간격의 조건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단지계획에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3]

본 연구에서는 서울의 대표적 인구밀집지역인 대규모 

주거단지를 CFD 시뮬레이션 이용을 통해 바람길 분석과 

그 결과 값으로 단지유형별 공기순환을 분석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방법 및 절차

도심지의 대표적인 단지유형의 바람길을 조사하기 위

해 수도권 건물 중에서 지역별상세관측자료(AWS)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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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온도를 나타내는 빈도수를 분석하여 계절별, 시간대

별로 주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온도를 보이는 지점을 조

사하였다. 총 기간 2012년~2015년(3년) 분석한 결과, 높은 

온도를 나타내는 상위 3개의 지역을 선정하였으며, 관측

지점의 토지유형을 분류하여 유형별 대표 지역을 선정하

였다. 상위 온도를 나타내는 300m×300m 크기의 지역을 

도시 유형의 대표지역으로 선정하였으며, 시뮬레이션을 

통해 도출된 데이터 값으로 단지유형별 공기순환의 특징

을 분석하였다.

2. CFD 시뮬레이션 개요

분석을 위해 외곽지역과의 큰 온도 차이를 보이는 지

역을 선정하였으며 분석 대상 지역인 고밀도 건물 집합

지역인 중·저층 주거지역, 상대적인 저밀도 건물 집합지

역인 고층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이들 지역을 기반으로 

값을 적용시켰다. 분석에 사용된 해석 소프트웨어로는  

STAR-CCM+(ver.9.06)로 실시하였다. 격자계는 비구성격자

계의 Surface, Remesher, Polyhedral, Mesher, Prism Layer 
Mesher를 사용하였으며, 격자 크기는 2m로 설정하였다. 

시뮬레이션의 설정조건은 표1과 같다.

Item Factor
Space Three Dimensional
Time Steady

Material Gas
Flow Segregated Flow

Equation of State Constant Density
Viscous Regime Turbulent

Reynolds-Averaged 

Turbulence
K-Epsilon Turbulence

표1. 시뮬레이션 경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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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향 및 풍속은 기상청 데이터(기상연보, 2014)에 근

거하여 시뮬레이션 분석을 실시하였다. 풍향은 서풍으로 

설정하였고 풍속은 연간평균풍속 2.6m/s을 적용하였다. 

분석 대상 단지는 중·저층 주거지역, 고층주거지역, 

상업단지로 설정하였으며 각각의 위치는 서울시 광진구, 

송파구, 서초구 일부로 설정하였다. 

위성 사진 모델링

중·저층

주거지역

고층주거지역

상업지역

표2. 단지유형별 모델링

연구 진행을 위해 선정한 지역의 위성사진을 기반으로 

실시한 모델링을 시뮬레이션 도출을 위해 설정 값을 적

용시켜 단지유형별 바람길 형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3. 시뮬레이션 결과

  

그림1. 중·저층주거지역

  

그림2. 고층주거지역

              

그림3. 상업지역

중·저층주거지역은 <그림 1>와 같이 건물간 거리가 

좁고 배치 밀도가 높아 건물간 풍속이 0.5~1.6m/s로 분석

되었다. 건물간의 거리가 충분치 않아 주도로를 제외하고 

공기의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건

물에 인접한 부분에서는 풍속이 0.5m/s 미만으로 공기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한 모습을 보인다.

고층주거단지 <그림 2>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건물의 

밀도가 낮아 풍속이 2.0~3.5m/s로 높게 분석되었다. 이는 

건물 주동간의 거리가 넓어 기류 속도가 다른 단지 유형

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상업지역은 중·저층 주거단지에 비해 건물의 규모가 

크고, 도로변에 위치하여 도로에 의해 기류 속도가 증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층주거단지와 상업지역은 건물간 거리와 도로의 너

비를 통해 증대된 기류 속도가 도심 전체에 영향을 미치

는 것을 볼 수 있었지만 그에 비해 중·저층 주거단지는 

초입부근에서 정체되어 공기의 순환이 월할 하지 못함을 

볼 수 있다.

4. 결론

건축물의 밀집 형태에 따라 시뮬레이션 결과가 달라짐

을 확인하였으며, 바람길이 원활한 단지 형태를 분석 할 

수 있었다. 건축물의 밀도가 낮은 고층주거지역의 경우 

기류속도가 높고 바람이 깊게 들어와 공기의 순환이 활

발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건축물의 밀도가 낮음을 통

해 녹지 공간 조성을 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축물의 

비율이 높은 중·저층주거지역, 상업지역과 같은 단지의 

경우 건축물 주변 식재 조성 등을 통해 바람길을 확보할 

여건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지금의 고층주거지역과 마찬가지로 초기에 단지를 계획

할 시 녹지공간 및 인동간격 고려를 통한 바람길 확보 

등을 통해 단지의 공기순환을 야기해 거주자의 쾌적성을 

증대 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주거 단지의 풍속

을 고려하였으나, 거주자의 행태와 도심 공기 오염도에 

대한 변수 분석은 실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추후 연구

에서는 변수를 적용하고 단지유형별 바람길을 통해 도시

의 바람길 뿐만 아니라 보행자 쾌적성 및 거주지 환경 

등 종합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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