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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study, detailed air flow characteristics in an urban areas were analyzed using GIS
data and a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 model. For this, a building construction algorithm
optimized for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 data with a vector format (Los Angeles region imagery
acquisition consortium 2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LARIAC2 GIS) was used. In the LARIAC2 GIS
data, building vertices were expressed as latitude and longitude. Using the model buildings constructed by
the algorithm as the surface boundary data in the CFD model, we performed numerical simulations for two
building-congested areas in Los Angeles using inflow information provided by 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 Comparing with the inflow, there was a marked difference in wind speed and direction within the
target areas, which was mainly caused by the secondarily induced local circulations such as street-canyon
vortices, horse-shoe vortices, and recirculation zones. In street canyons parallel to the inflow direction, wind
speed increased due to a channeling effect and, in street canyons perpendicular to the inflow direction,
vertically well developed vortices were induced. In front of a building, a horse-shoe vortex was developed
near the surface and, behind a building, a recirculation zone was developed. Near the surface in the areas
where the secondarily induced local circulations, wind speed remarkably increased. Overall, wind direction
little (largely) changed at the areas where wind speed largely increased (decreased).
Key Words : GIS data, CFD model, building-construction algorithm, street canyon flows, channeling

effect

요약 : 본 연구에서는 LARIAC2 GIS 자료와 전산 유체 역학(CFD) 모델을 이용하여 미국 캘리포니아 주

Los Angeles의 두 지역(Wilshire blvd. & Carondelet and Broadway & 7th St.)을 대상으로 수치 실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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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온 도시화로 인해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소도시 지역도 점차 대도시

화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도시화로 인해 도시 지역에서

는복잡한기상현상이나대기흐름이나타났다(Arnfield,

2003; Hamlyn and Britter, 2005; Tran et al., 2006; Rizwan et

al., 2007; Roth, 2007). 도시 지역의 복잡한 흐름 패턴은

도시 지역의 대기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은

이유로 도시 지역의 대기 흐름과 오염물질 확산에 대한

관심은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도시 지역 흐름과 오염물

질 확산에 대한 많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Chu

et al., 2005; Xie et al., 2005; Baik et al., 2009; Li et al., 2009;

Blocken et al., 2011; Kwak and Baik, 2011; Kim et al., 2012).

도시 지역 내의 대기 흐름은 오염물질의 확산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Xie et al., 2005; Di Sabatino et al.,

2008; Kwak and Baik, 2011; Kim et al., 2012; Rakowska et

al., 2014), 도시 지역의 상세한 대기 흐름을 이해하는 것

은 매우 중요하다. 도시 지역 내의 대기 흐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는 건물이다. 도시 내의 고층

건물의 밀도, 건물의 다양한 형태와 크기는 복잡한 대기

흐름과 오염 물질 확산을 유발한다(Hanna et al., 2006;

Vardoulakis et al., 2007; Kim et al., 2014; Rakowsk et al.,

2014). 도시 지역에서 복잡한 대기 흐름을 상세하게 분

석하기 위해서는 고해상도 계산이 가능하고 상세한 지

형과 건물 정보를 고려할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하다. 전산

유체역학(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 모델은

도시 지역의 건물과 지형 특성을 상세하게 반영할 수 있

고 다양한 기상 인자에 대한 분석이 용이하기 때문에, 도

시 지역 흐름과 오염물질 확산에 관한 많은 연구에서 사

용되어왔다(Baik et al., 2009; Pontiggia et al., 2011; Tominaga

and Stathopoulos, 2013). 또한 CFD 모델을 이용한 도시

지역 대기 흐름과 오염물질 확산 연구를 위해서는 상세

한 지형과 건물 정보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연구는CFD

모델에 입력되는 지면경계자료 구축을 위하여 상세한

지형과 건물 정보를 포함하는 지리정보시스템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 자료를 사용한다

(Chu et al., 2005; Lee et al., 2009; Lee and Kim, 2011; Park

et al., 2013). 지리정보시스템은 건물 정보를 격자 형식

(raster format)으로 제공하거나 건물 꼭지점을 위·경도

좌표로표시한벡터형식(vector format)으로제공하고있

다. 따라서, CFD 모델의 지면경계자료를 구축할 때, 사

용하는 GIS 자료의 형식에 적합한 건물 구축 알고리즘

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벡터 형식의 GIS 자료로부터 CFD 모

델의 지표 경계 자료를 구축하는 건물 구축 알고리즘

(Kwon and Kim, 2014)과CFD 모델을 이용하여, 도시 지

역의 상세 대기흐름과 오염물질 확산 특성을 조사하고

자 한다. 이 논문은 총 4장으로 구성된다. 제2장에서는

본 연구의 연구 방법에 대하여 서술하고, 제3장에서는

연구 결과에 대해 고찰한다. 마지막인 제4장에서는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에 대해 서술한다.

Korean Journal of Remote Sensing, Vol.30, No.6, 2014

–756–

수행하였다. 두 지역의 상세 도시 대기 흐름의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 건물 자료 구축 알고리즘을 통해 벡터

형식으로 제공되는 LARIAC2 GIS 자료로부터 건물 도메인 자료를 추출하였다. 추출한 자료를 CFD 모델 입

력 자료로 사용하여, 각 지역의 오전과 오후의 주 풍향과 풍속에 대해 수치 실험을 수행하였다. 도시 지역 내

에서는 건물에 의해 국소적인 2차 흐름이 발생하면서 유입류와 비교하였을 때, 풍향과 풍속의 차이가 두드

러졌다. 유입류와 평행한 방향으로 형성된 도시 협곡에서는 채널링 효과가 나타나면서 풍속이 국지적으로

증가하였고, 수직인 방향으로 형성된 도시 협곡에서는 연직 방향으로 잘 발달한 소용돌이가 형성되었다. 도

시 협곡을 이루지 않은 건물의 풍상측에서는 말편자 소용돌이가 지면 근처에서 형성되었고, 풍하측에서는

재순환 영역이 형성되었다. 이와 같은 2차 순환(도시 협곡 소용돌이, 말편자 소용돌이, 재순환 영역)이 형성

된 구역에서는 지면 근처의 풍속이 크게 증가하였다. 평균 풍속과 풍향 변화율을 조사한 결과, 대체적으로

풍속 증가율이 높은 곳에서 풍향 변화율이 비교적 낮았고 풍속 감소율이 높은 곳에서는 풍향 변화율이 높게

나타났다.



2 연구 방법

1) 대상 지역

본 연구에서는 건물에 의한 대기 흐름이 매우 복잡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 Los Angeles의 두

지역(이하, A와 B 지역)을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A

와 B 지역의 중심에는 각각 Wilshire blvd.와 Carondelet

St.의 교차로와 Broadway와 7th St.의 교차로가 위치한다.

Fig. 1은 대상 지역의 위성사진을 나타낸다. A 지역의 중

심위·경도는 34.06011 N와 118.28054 W이다. 건물평

균 높이와 최고 높이는 각각 24.67 m, 57.72 m로 이 지역

은 건물 높이가 비교적 낮다. 대상 지역의 남동쪽에는 맥

아더 공원이 위치하고 있다. 북서-남동 방향으로 비교적

넓은 도시 협곡이 존재하고, 북동-남서 방향으로 비교적

좁은 도시 협곡이 존재한다. 건물이 차지하는 면적은 전

체 면적의 36.66%이다 . B 지역의 중심 위·경도는

34.04521 N와 118.25339 W이다. 건물 평균 높이와 최고

높이는 각각 39.79 m, 60.13 m로 A 지역과 비교하여 상

대적으로 높은 건물이 분포해 있다. 이 지역에서 건물이

차지하는 면적은 전체 면적의 62.66%로 A 지역보다 건

물이 더 조밀하게 분포한다. 북동-남서 방향과 북서-남

동 방향으로 도시 협곡이 존재한다.

2) 건물 자료 구축 알고리즘

본 연구에서는 Los Angeles County에서 제공하는

LARIAC2 GIS 자료를 사용하여 대상 지역의 지표 경계

자료를 구축하였다. 이 자료는 자료 ID, 코드, 건물 ID,

건물 높이, 해면고도, 자료 소스, 자료 년도, 건물 둘레,

건물 면적, 건물 꼭지점의 위·경도 좌표, 건물·마당

구분 ID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지표 경계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Kwon and Kim (2014)

이개발한알고리즘을사용하였다. Fig. 2는지표경계자

료구축알고리즘을이용하여생성한A와B 지역의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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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ree-dimensional building configurations for the (a) A (Wilshire blvd. & Carondelet St.) and (b) B (Broadway and 7th St.) areas.

Fig. 1. The satellite pictures for the target areas centered at (a) Wilshire blvd. and Carondelet St. and (b) Broadway and 7th St., Los
Angeles, California, United State of America (from google earth, www.google.com).



도메인을 나타낸다. 건물 자료 구축 알고리즘을 통해 구

축한 각 지역의 도메인과 위성사진을 비교한 결과, 전반

적으로 잘 구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전산 유체 역학 모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전산 유체 역학(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 모델은 Kim et al. (2014)이 사용한

것과 동일하다. 이CFD 모델은Reynolds Averaged Navier-

Stokes (RANS) 방정식 계에 기초한 모델로 3차원, 비정

수, 비압축 대기 흐름 계를 가정하고 벽면 함수를 사용하

여 벽면 경계에서의 난류 경계층 효과를 잘 반영하도록

고안되었다(Versteeg and Malalasekera, 1995). 또한난류모

수화를 위하여 RNG k-ε 난류 종결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CFD 모델에서 지배장정식 계는 유한 체적법과

Patankar(1980)가제안한 Semi-Implicit Method for Pressure-

Linked Equation (SIMPLE)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엇갈림

격자계에서 수치적으로 풀이된다.

4) 실험설계

본 연구에서는 도심 지역의 건물 효과를 반영하기 위

해, 각 지역의 중심 위·경도를 중심으로 동서 방향으로

400 m, 남북 방향으로 400 m 영역을 대상 지역으로 선정

하였다. 모델 격자의 크기는 x, y, z 방향 모두 2 m이고, 모

델 격자수는 x, y, z 방향으로 각각 200, 200, 100 개로 설

정하였다. 선행 연구(Kwon and Kim, 2014)에서 개발한

건물 구축 알고리즘과 LARIAC2 GIS 자료를 이용하여A

와 B 지역에 대한 수치 건물을 구축하였다. 구축한 수치

건물을 CFD 모델의 지표 경계자료로 사용하여 수치 시

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시간 간격은 0.5초이고 7200초

까지 수치 적분하였다. 유입류 자료는 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의 Air Quality Monitoring Sites 중 실험 지

역의 중심 위치와 가장 가까운 지역에서 관측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Los Angeles 지역은해륙풍이뚜렷이나타나

기 때문에, 육풍과 해풍이 나타나는 오전과 오후에 대한

실험을 수행했다. 7시30분부터 10시까지의 바람 자료를

평균한 값을 오전의 주 풍향과 풍속으로 사용하였고, 13

시부터 16시까지의 바람자료를 평균한 값을 오후의 주

풍향과 풍속으로 사용하였다. A 지역의 오전 주 풍향과

풍속은 45°와 1 m s-1이고 오후는 250°와 3 m s-1이다. B 지

역의 풍향과 풍속은 45°와 1 m s-1이고 오후는 210°와 3 m

s-1이다. 풍향과 풍속 자료와 식 (1) ~ (3)의 로그법칙을

이용하여 유입류의 연직 분포를 결정하였다(Castro and

Apsley, 1997). 난류 운동에너지(k)와 난류 운동 에너지의

소멸율(ε)에 대한 초기 조건은 식 (4)와 (5)로 결정된다.

                      U(z) = ln ( ) cos q,                        (1)

                      V(z) = ln ( ) sin q,                         (2)

                      W(z) = 0,                                               (3)

                      k(z) = (1 _ )2,                             (4)

                      ε(z) = .                                       (5)

여기서, u*, z0, κ, δ, Cµ는 각각 마찰 속도, 거칠기 길이(=

0.05 m), von Karman 상수(= 0.4), 경계층 두께(= 1000 m)

그리고 난류 운동 에너지와 소멸률에 대한 경험적 상수

(= 0.0845)를 나타낸다(Yakhot et al., 1992).

3. 결과와 토의

1) A 지역 바람장 분석

본 연구에서는 Los Angeles의 두 지역을 대상으로 건

물에 의한 도시 지역 내 흐름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A와 B 지역을 대상으로 오전(이하, AM)과 오후

시간대(이하, PM)에 대하여 수치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

절에서는 A 지역의 AM과 PM에 대한 바람장 분석 결과

를 제시하였고 두 시간대의 풍향과 풍속 변화율을 평균

하여 건물에 의한 흐름 변화를 분석하였다. Fig. 3은 AM

과 PM에 대한 바람장을 나타낸다. 건물 밀집도는 상층

으로 갈수록 낮아지기 때문에, 1 m 고도의 바람 벡터장

이 9 m 고도에 비해 다소 복잡하다. AM의 경우, 도시 협

곡 내부에서 대체로 9 m 고도에서의 수평 풍속이 1 m 고

도에서의 수평 풍속 보다 부분적으로 약하게 모의되었

다 (Fig. 4c). 흐름이 건물에 부딪히게 되면 정체점

(stagnation point)이 형성되고, 정체점 위로는 상승 흐름

이 , 아래로는 하강 흐름이 발생한다 (Addepalli and

Pardyjak, 2013). 이하강류가지면에도달하게되면, 건물

전면에 말편자 소용돌이(horse-shoe vortex)가 형성되고

u*
κ

z
z0

z
z0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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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Horizontal wind vector fields at z = 1 m [(a) and (b)] and 9 m [(c) and (d)] in the AM (left panel) and PM (right panel) cases in
the target area, A (Wilshire blvd. and Carondelet St.).

Fig. 4. Contours of vertical wind component at z = 9 m [(a) and (b)] and difference in horizontal wind speed between at z = 1 m and 9
m [(c) and (d)] in the AM (left panel) and PM (right panel) cases in the target area, A (Wilshire blvd. and Carondelet St.).



역류(reverse flow)가 형성된다. 9 m 고도에서의 연직 성

분의 속도 분포(Fig. 4a)를 보면, 건물의 풍상측 면 부근

에 강한 하강 기류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상층의 강한 운동량이 건물 벽면을 따라 하층으로 수송

되면서 1 m 고도에서 부분적으로 9 m 고도보다 강한 바

람이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PM에도 마찬가지로 9

m 고도의 수평 풍속이 1 m 고도의 수평 풍속 보다 부분

적으로 약하게 나타났다. Fig. 3a의 ① 구역에서는 채널

링 효과에 의해 수평 풍속이 매우 강하게 나타난다. 채널

링 효과는 유체가 넓은 통로에서 좁은 통로로 유입되거

나 일정한 통로로 유입되는 유체의 양이 증가할 때, 질량

보존의 법칙에 따라 유체의 속도가 증가하는 것을 말한

다. 바람이 도메인 북서쪽의 넓은 구역에서 비교적 좁은

① 구역으로 유입되면서 채널링 효과가 나타난다. 이러

한 흐름은 AM의 경우, ① 구역 외에도 A 지역의 북동쪽

에 위치한 고층 건물 주변에서도 나타난다. PM의 경우,

A 지역의 중심 부근, 북동쪽 협곡 그리고 남동쪽 협곡에

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② 구역은 풍상측 건물(㉮)이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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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Wind vector fields in the ② [(a) and (b)], ④ [(c) and (d)], and ⑤ [(e) and (f)] areas (indicated by rectangles in Fig. 3). Wind
vector fields in (a) - (d) are for the AM case and those in (e) and (f) are for the PM case. (a), (c) and (e) are taken at z = 1 m
and (f) is taken at z = 9 m. (b) and (d) depict the wind vector field in a vertical plane at the cross section along the thick line in
(a) and (c), respectively.



하측 건물(㉯) 보다 높은 전형적인 체감 도시 협곡 (step-

down street canyon)이 위치한다(Figs. 5a and 5b.). 단일 장

애물이 존재하는 경우, 장애물 풍하측에는 재순환 영역

(recirculation zone)이 형성된다. ② 구역의 상층에서는 전

형적인 재순환 영역이 나타나고 연직 방향으로 소용돌

이 구조가 나타난다. 하층에서는 상층과 다른 방향으로

회전하는 소용돌이가 형성되었다. 이 소용돌이는 풍하

측 건물의 지붕 고도(z = 16 m)에서 풍상측 건물로 향하

는 흐름(상층 소용돌이의 하부)에 의해 2차적으로 형성

된 것으로 Baik et al. (2000)의 수조 실험 결과와 일치한

다. 협곡의 넓이가 비교적 넓기 때문에, 하강기류가 ②

구역의 중심 부근에서 발달하고 소용돌이가 풍하측 건

물 쪽으로 치우쳐 발달하였다. ② 구역 중앙 부근의 하강

기류에 의해 지면 근처에서는 바람의 발산이 나타나고,

풍상측 건물 부근에서는 상승 기류가 발달하였다(Fig.

5b). ㉮의 풍하측 상층에 형성된 재순환 영역은 ③ 구역

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로 인해 ③ 구역의 지면 근처에서

는 하강 기류가 나타나고 바람의 발산이 나타난다. ④ 구

역에서는 1 m 고도에서 풍향(남서)이 유입류의 풍향(북

동)과 반대로 나타난다(Fig. 5c). 이는 건물(㉰) 풍상측 지

면 근처에서 말편자 소용돌이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이

말편자 소용돌이는 ㉰와 ㉱가 형성한 체승(step-up) 도시

협곡에서 더욱 발달하였다(Fig. 5d). 이 말편자 소용돌이

는 AM의 경우, ② 구역 뿐 아니라 A 지역의 남쪽에 위치

한 낮은 건물의 풍하측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PM의 경

우, 북동쪽의 여러 협곡들과 남쪽의 협곡에서 확인 할 수

있다. ⑤ 구역에서는 북서 방향에서 흐름이 빠른 속도로

유입되면서 북동쪽에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에디

순환이 형성되었다. 그리고 ㉲ 건물의 북동쪽 면 근처에

서는 남서 방향에서 유입되는 흐름에 의해 시계 방향으

로 회전하는 에디 순환이 형성되었다. 이 에디 순환들은

연직 방향으로 발달하는데, z = 9 m보다 지면 근처(z = 1

m)에서 더욱 발달함을 확인할 수 있다(Figs. 5e and 5f).

Fig. 6은 A 지역에 대한 1 m와 9 m 고도에서의 유입류

대비 평균 풍속 변화율(Figs. 6a and 6b)과 평균 풍향 변화

율(Figs. 6c and 6d)을 나타낸다. 지표 근처(z = 1 m)의 경

우, 북동쪽 협곡 근처에서 최대 339.0%까지 풍속이 증가

하였다(Fig. 6a). 그러나, 이지역에서풍향변화율(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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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ontours of averaged relative change rate in wind speed [(a) and (b)] and direction [(c) and (d)] at z = 1 m (left panel) and 9 m
(right panel) for the target area, A (Wilshire blvd. and Carondelet St.).



은 비교적 크지 않았다(Fig. 6c). 풍속 변화율이 100%이

상인 구역 중에서 북쪽 중앙의 협곡을 제외한 모든 구역

에서 풍향 변화율을 40%(72°)내외로 나타났다. 지표 근

처에서 풍속 변화율이 큰 지역은 주로 도로를 따라서 나

타났고, 이는 주로 도시 협곡에서 채널링 효과에 의한 것

임을 알 수 있다. 반면에 풍속이 유입류 대비 40%이상

감소한 구역에서는 높은 풍향 변화가 크게 나타났다. 특

히, A 지역 중앙 근처의 협곡(x = 259 m, y = 273 m)에서

풍향변화율은 99.19%이다(Fig. 6c). 풍속감소와풍향변

화가 큰 지역은 주로 도시 협곡 소용돌이나 재순환 영역

과 같은 2차 순환이 형성된 지역과 일치한다. 9 m 고도

바람장의 경우, 유입류에 비해 풍속 감소(최대 95%)가

크게 나타났다. 9 m 고도에서는 풍속 변화율이 큰 지역

에서 풍향 변화율이 크게 나타났다.

2) B 지역 바람장 분석

이 절에서는 B 지역의 AM과 PM에 대한 바람장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고 두 시간대의 풍향과 풍속 변화율을

평균하여 건물에 의한 흐름 변화를 분석하였다. A 지역

과 달리 1 m와 9 m 고도의 건물 밀집도 차이가 거의 없

기 때문에 두 고도의 바람 벡터장은 비슷한 패턴을 보인

다(Fig. 7). 남서쪽에서 북동쪽으로 위치한 도시 협곡에

서는 대체로 유입류 방향과 같은 방향의 흐름이 나타날

때 채널링에 의한 풍속 증가를 볼 수 있는데, 특히, AM

에 ⑥ 구역에서는 풍속이 크게 증가하였다(Fig. 7a). 북동

방향에서 ⑥ 구역으로 유입되는 바람은 교차로에서 북

서풍, 남동풍과 합류한다. 협곡의 폭은 일정하지만 바람

의 합류로 인해 ⑥ 구역으로 유입되는 유체의 양이 증가

하게 되면서 채널링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PM의 경우, ⑦ 구역의 지면 근처에서는 말편자 소용돌

이가 형성됨에 따라 남동풍 계열의 강한 바람이 나타난

다(Fig. 7b). ⑧ 구역에는 풍하측 건물(㉳)과 풍상측 건물

(㉴) 높이가 같은 도시 협곡이 나타나고, 도시 협곡에서

는 연직 방향으로 잘 발달한 소용돌이가 형성된다(Fig.

8). 이 소용돌이의 중심은 풍상측 건물(㉴)쪽으로 약간

치우친 하층(y = 171 m, z = 17 m)에서 나타나고, 중심의

풍속이 가장 약하고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풍속이 증가

한다. 풍상측건물부근에서는상승흐름이, 풍하측건물

부근에서는 하강 흐름이 잘 발달하였다(Figs. 8b and 9a).

소용돌이 중심보다 낮은 고도에서는 유입류와 반대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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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he same as in Fig. 3 except for the target area, B (Broadway and 7th St.).



향의 역류와 도시 협곡 외부로 향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이 흐름은 지면에서 가장 빠르기 때문에 지면 근처의 풍

속이 9 m보다 크게 나타난 것이다(Figs. 8b and 9c). AM

의 경우, 유입 경계 구역(북동 경계)에서는 9 m 고도에서

의 수평 풍속이 1 m 고도에서의 수평 풍속 보다 강하게

모의되었으나, 도시 협곡 내부에서는 대체로 9 m 고도

의 수평 풍속이 1 m 고도보다 약하게 모의되었다(Figs.

9c). PM 경우도 마찬가지로 유입 경계 구역(남서 경계)

을 제외한, 도시 협곡내부에서는 9 m 고도의 수평 풍속

이 1 m 고도보다 약하게 모의되었다(Figs. 9d). 9 m 고도

의연직속도분포(Figs. 9a and 9c)를보면, 남동쪽에서북

서쪽으로 향한 도시 협곡의 경우, 풍상측 건물 부근에서

상승 흐름이 풍하측 건물 부근에서는 하강 흐름이 나타

난다. 이와 같은 분포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도시

협곡이 유입류 방향에 수직으로 위치할 때 도시 협곡에

소용돌이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AM의 경우, ⑨ 구역에

위치한 도시 협곡에서 연직 소용돌이가 형성되었다(Fig.

10). ⑨ 구역의 ㉠ 지점에서는 흐름 발산이, ㉡ 지점에서

는 흐름 수렴이 나타났다(Fig. 10a). 고층 건물(㉵)의 풍상

측에는높이 16 m의비교적낮은건물이위치해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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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Wind vector fields in the ⑧ areas (indicated by rectangles in
Fig. 7) for the AM case. (b) depicts the wind vector field in a
vertical plane at the cross section along the thick line in (a).

Fig. 9.  The same as in Fig. 4 except for the target area, B (Broadway and 7th St.).



에 따라, 17 m 고도(낮은 건물 위)에서는 ㉵에 의해 말편

자 소용돌이가 형성된다(Fig. 10b). 말편자 소용돌이가

형성되면서, 남풍계열의 바람이 ⑨ 구역 중심에 위치한

남서-북동 방향의 도시 협곡으로 유입된다. 이 흐름은

㉡ 지점에서 풍상측으로부터 유입된 흐름과 만나면서

흐름수렴이일어나고, 상승흐름이발생한다. ㉡지점으

로 향하는 흐름을 보상하기 위한 하강 흐름이 발생하면

서 ㉠ 지점에서는 흐름 발산이 일어났다. 결과적으로 도

시 협곡을 따라 나타난 흐름 수렴과 발산에 의해 연직 방

향의 소용돌이가 형성되었다(Fig. 10c).

Fig. 11은 1 m와 9 m 고도에서의 유입류 대비 평균 풍

속 변화율과 평균 풍향 변화율을 나타낸다. 지표 근처(z

= 1 m)의 경우, 풍속 변화율이 100%이상인 구역 중에서

7 구역을 제외한 모든 구역에서 40%(72°)이하로 풍향 변

화가 나타났다(Figs. 11a and 11b). 반면, 풍속이 유입류

대비 40%이상 감소한 구역에서는 풍향 변화가 크게 나

타났다. 특히, 서쪽 협곡 근처(x = 71 m, y = 125 m)에서

풍향 변화율은 98.05%이다(Fig. 11c). 9 m 고도의 경우,

유입류에 비해 풍속이 크게 감소하였다. 그리고 풍속이

크게 감소한 지역에서 풍향 변화가 크게 나타났다. 건물

밀집도가 비교적 큰 A 지역에서는 풍속과 풍향이 유입

류에 비해 크게 변화한 지역이 불규칙적으로 분포하였

다(Fig. 6). 건물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고 밀집도가

큰 B 지역의 경우, 하층에서는 유입류와 나란한 방향으

로 위치한 도시 협곡에서 채널링 효과에 의해 풍속은 증

가하였으나 풍향 변화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유입류

에 수직 방향으로 위치한 도시 협곡에서는 풍속은 감소

하였으나 풍향 변화는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9 m 고도

에서 유입류와 나란한 방향으로 위치한 도시 협곡에서

채널링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LARIAC2 GIS 자료와 전산 유체 역학

(CFD) 모델을 이용하여 미국 캘리포니아주 Los Angeles

의 두 지역(Wilshire blvd. & Carondelet and Broadway &

7th St.)을 대상으로 수치 실험을 수행하였다. 두 지역의

상세 도시 대기 흐름의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 건물 자료

구축 알고리즘을 통해 벡터 형식으로 제공되는

LARIAC2 GIS 자료로부터 건물 도메인 자료를 추출하였

다. 추출한 자료를 CFD 모델 입력 자료로 사용하여, 각

지역의 오전과 오후의 주 풍향과 풍속에 대해 수치 실험

을 수행하였다. GIS 자료로부터 구축한 수치 건물과 위

성사진을 비교한 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한 건물 구축 알

고리즘은 수평 해상도(2 m)보다 좁은 도로가 존재하는

밀집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건물 분포를 전반적으로 잘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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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Wind vector fields in the ⑨ areas (indicated by
rectangles in Fig. 7) for the AM case. Wind vector fields
in (a) and (b) are at z = 1 m and 17 m, respectively and
(c) depicts the wind vector field in a vertical plane at the
cross section along the thick line in (a).



본 연구에서는 도시 내 구역별 흐름 변화의 특징을 상

세하게 조사하였다. 도시 지역 내에서는 건물에 의해 국

소적인 2차흐름이발생하면서유입류와비교하였을때,

풍향과 풍속의 차이가 두드러졌다. 유입류와 평행한 방

향으로 형성된 도시 협곡에서는 채널링 효과가 나타나

면서 풍속이 국지적으로 증가하였고, 수직인 방향으로

형성된 도시 협곡에서는 연직 방향으로 잘 발달한 소용

돌이가 형성되었다. 도시 협곡을 이루지 않은 건물의 풍

상측에서는 말편자 소용돌이가 지면 근처에서 형성되

었고, 풍하측에서는 재순환 영역이 형성되었다. 이와 같

은 2차 순환(도시 협곡 소용돌이, 말편자 소용돌이, 재순

환 영역)이 형성된 구역에서는 지면 근처의 풍속이 크게

증가하였다. 평균풍속과풍향변화율을조사한결과, 대

체적으로 풍속 증가율이 높은 곳에서 풍향 변화율이 비

교적 낮았고 풍속 감소율이 높은 곳에서는 풍향 변화율

이 높게 나타났다.본 연구 결과는 건물이 밀집한 도시

지역의 상세 흐름 분포는 유입류와 매우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도시 지역에서는 자동차 등으로부

터 대기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배출되고 있다. 지면으

로부터 배출된 대기오염물질은 배출 지역의 국소적인

흐름에 의해 수송되기 때문에, 매우 복잡한 대기오염물

질의 분포 패턴이 나타난다. 또한, 도시 지역의 건물 배

치 특성에 따라 국소적인 2차 대기 흐름 패턴이 나타나

고, 독특한 분포 특성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도시

지역에 대한 상세 흐름에 대한 수치 연구 결과가 활용되

기 위해서는 수치 모델의 흐름 재현 성능을 검증할 수 관

측 자료가 필요하다. 현재, University of California at Los

Angeles (UCLA)의 연구진은 본 연구에서 고려한 대상 지

역에서 기상 자료와 대기오염물질 농도 자료를 수집하

고 있다. 향후, 도시 지역의 국소적 대기 흐름 특성을 반

영한 대기오염물질 확산 특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UCLA의 관측 자료를 이용하여 수치 모델 결과를 검증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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