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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ind loads and environments in realistic situations surrounded by neighboring buildings may be 

considerably different from those in idealized or simplified situations such as codes and standards. 

Interference effects of change in wind passage of a building group on wind loads and wind 

environments are reviewed. Wind-induced interference effects depend mainly on the building geometry 

and arrangement of these structures, their orientation and upstream terrain conditions. The most 

important factor among them may be the arrangement of building structures which can change the 

wind direction directly. Interference effects regarding wind loads are discussed with examples of 

window damages by typhoon and of pressure measurements in the boundary layer wind tunnel. Wind 

environment problems are also discussed, specially underlined on pedestrian comfort and safety. Various 

evaluation techniques or standards of wind environment are introduced.  The change of wind velocity 

between the panel-type apartment buildings is examined, depending on the distance each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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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들어 건축기술의 발달과 사회  요구에 힘입어 주상복합 건물  사무용 건축물의 고층화가 가속화 

되어 가고 있다. 이와 같은 고층 건축물은 바람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어 풍하 이 구조시스템을 결정하

는데 지배 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재 우리나라에서 건축물의 내풍설계에 용하고 있는 풍하 은 

KBC(2005)에 기술되어 있고 그 용 범 는 개활지에서 단독으로 서 있는 경우를 상정하여 풍동실험을 수

행함으로써 마련되었기 때문에 일반 으로 제한 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의 경우에는 건물이 단독으로 건축

되어지기 보다는 기존의 건축물 주변에 짓는 경우가 부분이고  고층 아 트 건축물의 경우에는 애 부

터 건축물군(building group)으로 짓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에는 바람길의 변화로 인하여 건축물이 단독으

로 서 있는 경우와는  다른 풍하   풍환경을 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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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국에서 군(group)을 형성하고 있었던 쿨링타워가 붕괴된 사건이래 풍하 의 상호간섭효과에 

한 연구는 다시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나 풍상측의 지형, 건축물의 기하학  형상, 풍향  건축물의 상

인 배치 등 변수가 무 많아서 기 으로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 재 일본기 에서는 가장 간단한 정방형 

건축물의 인동간격에 따른 풍하 간섭계수를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조강표 등에 의해 고층건축물의 

상호간섭효과에 한 연구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그러나 건축물이 군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는 풍하  기

을 용할 수 없기 때문에 풍동실험 등을 통해 보다 정확한 풍하  평가가 요구된다.

지난 2003년 9월 남부지방에는 태풍 “매미”에 의해 많은 풍피해가 발생하 다. 그 에서 B아 트 주민들

은 아 트 외장재(창유리)가 손되어 생명의 을 느끼기도 하 으며 불안한 악몽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

다. 외장재 손으로 인한 건축물 내압의 증가로 풍하 이 크게 상승하여 건축물이 진동하는 것을 주민들이 

체감하면서 지하 주차장으로 피하는 소동을 겪기도 하 다. B 아 트의 경우, 22-25층 건축물이 군을 이루

고 있었는데 바람을 직  맞은 외곽부 건축물 보다는 오히려 단지 내부에 한 건축물의 외장재피해가 훨씬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건축물군으로 인한 바람길의 변화는 이와 같이 풍하  간섭효과를 래하기도 하지만 

아울러 건축물 주변의  다른 풍환경 문제를 야기 할 수 있다. 

2. 바람길

도시의 온도가 교외의 온도보다 더 높게 되는 상을 흔히 열섬 상(heat island)이라고 한다. 도시의 건축

물들은 햇빛을 받아 열을 받으면 바람길을 확보하여 열교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바람길이 막히게 되면 건축

물에서 내뿜은 열기, 자동차, 냉․난방기기, 아스팔트 도로 등에서 뿜어 는 열기로 인해 도시의 온도가 상

승하게 되고 도시의 오염된 공기는 상공으로 떠오르게 된다. 그리고 다시 그 빈자리를 교외의 찬 공기가 메

우게 되는데 그 찬 공기는 이 에 도시에서  상공된 오염된 공기로부터 오염물질이 많이 떨어진 상태이고 

이러한 과정은 계속 반복되어 도시환경은 속히 나빠지게 된다.

바람길은 재 환경문제의 가장 요한 화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도시를 가로 막는 건축물군이 열섬

상이라는 환경문제를 야기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바람길의 변화로 인한 건축물 상호간의 풍하  간섭효과와 

빌딩풍이라는 풍환경문제를 래할 수 도 있다. 빌딩풍이란 고층 건축물이 많이 세워지면서 건축물 주 의 

풍환경 변화 등을 래하는데 건축물 외부공간, 즉 보행자 이용공간에서 바람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풍환경조

건을 말한다. 고층 건축물면에 부딪힌 바람은 건축물 하부로 격히 하강하면서 돌풍을 일으키는 경향이 있

는데 이러한 돌풍은 바람이 향과 건물형상, 수목 등 주변 조형물에 의해 더 강해지거나 약해질 수 있다. 

이 때 보행자 공간에서 발생하는 강풍은 인명피해를 일으키고 외부공간의 활용을 해하는 요소가 된다.

따라서 바람길의 확보는 도시 체의 환경개선 효과뿐만 아니라 냉․난방 부하에 소요되는 에 지 감문

제와도 직결되는 것이다. 한 바람길에 따른 건축물의 풍하  상호간섭 상과 빌딩풍과 같은 풍환경 한 

풍동실험을 통해서 검증되어야 할 요한 요소이다.

3. 풍하  상호간섭 효과

구조물 상호간의 풍하  상호간섭효과에 한 연구는 아주 오래 된 연구주제이다. 앞 에서 언 하 듯

이 1965년 쿨링타워의 붕괴사건을 계기로 풍하  상호간섭에 한 연구가 다시 불붙기 시작하 다. Gowda, 

Tanike, English 등에 의해 연구가 활발히 진행된 바가 있다. 그러나 그들의 연구는 무나 많은 변수들 때

문에 한 개의 주변건물을 상으로 한 연구가 부분이다. 그러므로 실제로 아 트 단지와 같은 복잡한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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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B 아 트 단지의 배치도

축물군에 그들의 연구결과를 용하기가 쉽지 않다.

그림1은 지난 2003년 태풍 “매미”에 의해 풍피해를 입은 B 아 트 단지의 배치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 때 

부산기상 에 측된 순간최 풍속은 속 42..7미터(SE방향), 최 평균풍속은 속 26.1미터(S방향)로 기록

되었다. B아 트 단지는 해안가에 치하고 있고 10개동(22층∼25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2는 그 당시 

손된 창유리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태풍이 몰아칠 당시의 풍향은 거의 남쪽(바다쪽)이었고 101동, 102

동, 103동은 은 주로 남쪽에 배치되어 있어 직  태풍의 향을 받을 수 있는 치에 있다. 그러나 외장재의 

손은 101동과 103동에 의해 가려진 105동 106동에서 극심하게 발생하 다. 그림 2에서 음 으로 채색된 부

분은 외장재의 손된 부분을 표시한 것이다.

(a) 101동

      

(b) 103동

      

(c) 105동 

      

(d)  106동 

그림 2 B아 트 단지의 동별 외장재 손상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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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최소풍압계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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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최소풍압계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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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101동과 103동의 유무에 따른 106동의 풍압계수 분포도

B아 트의 외장재 풍피해 사례가 건축물군에 의한 기류의 변화 때문에 발생하는 풍하  상호간섭의 좋은 

가 될 것이다. 그림 3은 풍동실험을 통해서 주변건축물의 향을 조사한 풍압계수의 분포도를 나타낸 것이

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주변건물의 향은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필수 조건임을 알 수 있다.

4. 빌딩풍(풍환경)

빌딩풍은 풍해, 주변기류, 풍환경 등 여러 명칭으로 불리고 있으나, 고층 건축물이 건설되면서 우리나라

에서도 이것이 문제로 부각하고 있다. 빌딩풍의 향은 주변 건물들의 높이의 상 차가 문제로 되기 때문에 

를 들면 높이 60m인 건물이 고층 건축물이 많이 있는 지역에 건설되면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

나 층의 주택지에 건설되면 큰 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교외에 건설되는 고층 건물에 의한 풍환

경 문제는 소  거주 환경에 한 침해문제가 될 수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1970년부터 풍환경 문제가 두

된 이래 풍환경권리를 보장받고 있다. 재 우리나라에서도 빌딩풍문제가 심각히 두되고 있고 건설교통부

에서도 이에 한 책을 강구하기 해 기  연구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 

빌딩풍의 향은 층의 주변건물에 한 구조 인 향뿐만 아니라 보행자들의 안 문제로 나타난다. 

고층 건축물이 세워지면서 일어나는 건축물 주변의 풍환경의 변화는 생태계의 문제 을 야기할 수도 있다. 

건물주변의 풍환경은 건물이 높을수록 주변건물에 비하여 유난히 높은 건축물이 건설될 경우, 그 높은 건축

물은 기류를 방해하므로 건축물면에 부딪힌 바람은 스태그네이션포인트 하부로 격히 하강하면서 돌풍을 

일으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돌풍은 바람의 향과 건물형상, 수목 등 주변 조형물에 의하여 더 강해지거

나 약해질 수 있다. 보행자 공간에 발생되는 강풍은 인명피해를 일으키고 외부공간의 활용을 해하는 요소

로 작용할 수 있다.

풍환경 변화는 건축물이 건설되어지기 에 히 측되어야 한다. 근래에는 풍동 실험과 산유체해석 

기술은 진보하여 측의 정 도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풍환경문제로 인한 법정분쟁이 늘어나고 있

어서 행정 으로 빌딩풍을 환경평가의 일환으로 간주하도록 조례 등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이제는 빌딩풍

의 평가방법을 확립하여 히 용할 때가 된 것이다. 다음은 여러 나라의 빌딩풍의 평가방법을 소개한다.

405



Beaufort 수 풍속(m/s) 자연 상

0 ～0.45 바람이 없다

1 0.45～1.55 바람을 느낄 수 없음(외부)

2 1.55～3.35 얼굴에 스치는 바람을 느낌

3 3.35～5.60 나뭇잎이 흔들림

4 5.60～8.25 종이, 먼지 날림

5 8.25～10.95 작은 나뭇가지 흔들림

6 10.95～14.10 큰 나뭇가지 흔들림

7 14.10～17.20 나무 체가 흔들림

8 17.20～20.80 걷기 어려움

9 20.80～24.35 사람이 쓰러짐(지붕 날아감)

10 24.35～28.40 나무뿌리가 뽑힘

11 28.40～32.40 태풍피해가 큼

12 32.40～ 열 특수지역에서만 발생

표1 Beaufort Scale

인간 활동 구역
범

쾌 함 견딜만함 불쾌함 험함

경보

산책

앉은 상태(단기)

앉은 상태(장기)

보도

공원, 출입구

공원, 장

야외식당, 야외음악당

5

4

3

2

6

5

4

3

7

6

5

4

8

8

8

8

빈도수 <1주 <1달 <1년

표2 Davenport의 풍환경평가기

Unacceptable Tolerable

과확률 B.F. 기  (m/s) 과확률 B.F. 기  (m/s)

도로, 주차장 < 6% B5 10 < 2% B5 9

작업 < 2% B5 9 < 2% B4 7

보행 < 4% B4 8 < 6% B3 6

앉아있는 상태 < 6% B3 6 < 6% B2 4

출입구 < 6% B3 6 < 4% B2 3

둘러싸인 공간 < 6% B3 6 < 4% B2 2

표3 Lawson의 풍환경평가기

구분 바람 향 용도
일최 순간풍속(일최 평균풍속)

10m/s (10/GF) 15m/s (15/GF) 20m/s (20/GF)

1 바람 향을 크게 받는 곳 주택가, 야외식당 10% (37일) 0.9% (3일) 0.08% (0.3일)

2 바람 향을 받는 곳 주택가, 공원 22% (80일) 3.6% (13일) 0.6% (2일)

3 바람 향을 게 받는 곳 사무, 빌딩가 35% (128일) 7% (26일) 1.5% (5일)

표4 Murakimi의 평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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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역
비 과확률

55% 95%

A 주택지 ≤12m/s ≤2.9m/s

B 일반시가지 ≤18m/s ≤4.3m/s

C 고층시가지 ≤23m/s ≤5.6m/s

D 강풍지역 >23m/s >5.6m/s

표5 Yoshida의 평가기

5. 상형 아 트 건축물의 인 거리에 따른 풍환경 실험

우리나라에서 많이 건설되고 있는 형 인 상형 아 트(15층)의 1/400 모형을 이용하여 그림 4와 같은 

기류(노풍도 B)에서 풍동실험을 수행하 다. 아 트 인동간격에 따라 두 아 트 사이의 풍환경의 변화를 풍

속비로 나타냈다(그림 5참조). 이때 풍속비는 두 건물의 향을 받지 않는 기  높이(1.5미터 와 1.8미터)에서 

풍속에 해 인동간격에 따른 풍속의 비를 말한다. 인동간격은 총 7가지의 경우로써 건축물의 폭으로 정규화 

하여 나타냈다.

  표 6은 인동간격에 따른 풍속비를 나타낸 것이다. 인동간격이 폭의 4배 이상 격리되어 있을 때에 

1 10 100
Wind velocity(m/s)
Turbulence Intensity(%)

1

10

100

1000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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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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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 velocity
Turbulence Int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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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노풍도 B에서의 평균풍속과 난류강도의 연직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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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상형 아 트의 1/400 모형  인동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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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동간격(S) 

보행자높이

0.5B 1.0B 2.0B 3.0B 4.0B 6.0B 8.0B

1.5m인 경우 1.278 1.264 1.153 1.105 1.087 1.006 0.999 

1.8m인 경우 1.291 1.215 1.183 1.108 1.046 1.068 1.003 

표 6 상형 아 트의 인동간격에 따른 보행자높이에서의 풍속비

비로소 주변 건축물의 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양 측의 아 트 건축물의 모서리에서 박리

되어진 기류의 향에서 벗어나기 해서는 최소한 인동간격이 건축물의 폭의 4배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것

이다. 그리고 인동간격이 0.5B에서는 풍속이 약 30% 정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주변의 풍속이 속 약 10미터 정도일 때는 건축물 사이의 풍속은 속 13미터 정도로 불고 있다는 것이다. 

인동간격을 더 가까이 하면 풍속은  더 증가할 것이다. 풍하 은 풍속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사실에 비추

어 본다면 풍하측의 건축물에 작용하는 풍하 을 평가할 때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6. 결   론

고층 건설의 증가로 주변건축물에 미칠 수 있는 풍하  상호간섭효과와 풍환경의 변화에 해 재고찰 

하 다. 건축물이 군을 이루고 있을 때 건축물 상호간의 풍하  상호간섭효과를 외장재에 작용하는 풍압분포

의 변화를 로서 제시하 다. 모든 아 트 단지의 내풍설계시에 풍동실험 는 그와 동등한 평가를 할 수 

있는 한 방법에 의해 풍하 이 하게 산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재 용하고 있는 KBC(2005)

는 건축물이 단독으로 서 있을 경우를 상정한 풍동실험에 의한 결과 값에 의해 근거하고 있음을 상기시켜야 

한다.

바람길의 변화로 인한 구조 으로 미치는 향이외에도 보행자 공간에 미치는 풍환경 문제 한 심각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선진 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풍환경 평가방법들을 소개하 다. 그리고 경계층 풍동에

서 수행한 상형 아 트의 인동거리에 따라 풍속의 증가정도를 정량 으로 시하여 나타냈다. 우리나라는 

아직 자체의 평가방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지만 건설되어지는 지역의 바람 련 데이터를 사용한다면 선진외

국의 방법을 용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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