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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본 논문에서는 송 철탑에 작용하는 설계하 으로서 「송
철탑 설계풍속에 한 연구」에 근거하여 1987년 6월 제정된 지역별 
설계 풍하 기 의 개정을 한 연구결과를 수록하 다. 당시 제정된 
송 설계기 은 이 에 국 으로 통일시켜 용되던 풍속압(76kg/㎡)
을 지역별 풍속을 구분하여 그 차이에 따라 Ⅰ, Ⅱ, Ⅲ, 지역  울릉도
로 구분하여 차등 용하 으며, 본 연구에서는 국내 기상청이 생긴 이
래 2005년 까지 된 기상 DB의 분석을 통하여 최근의 기상 상을 
반 한 보다 실 인 설계기  개정과정을 수록하 다. 본 논문에서는 
1980년  후반부터 약 20년간의 기상청의 풍향, 풍속자료를 추가로 확
보하여 이를 분석하고 재 기간을 반 한 지역별 설계하 을 재산정하
여 최근의 기상자료를 포함하여 보다 정확한 분석을 도모하고, 사회 환
경의 변함에 따라 우려되는 기상이변 등을 고려한 안 성과 경제성이 
향상된 설계기 의 산정과정을 고찰하고자 한다. 

1. 서    론

  송 용 지지물 설계에 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풍하  설계기  분
야는 지 부터 약 20년 인 1986년 한국 력공사 기술연구소에서 발
간한 「송 철탑 설계풍속에 한 연구」에 근거하여 1987년 6월  처
음으로 당시까지 된 기상청의 풍속, 풍향 자료에 근거하여 지역별 
설계 풍하  기 을 제정하여 용하기 시작하 다. 당시 개정된 송
설계기 에서는 이 에 국 으로 통일시켜 용되던 풍속압(76kg/㎡)
을 지역별 풍속 차이에 따라 Ⅰ, Ⅱ, Ⅲ, 지역  울릉도로 구분하여 차
등 용하면서 설계 풍속압을 보다 실화 하 으며 지 까지 지역별 
구분  설계 기 하 으로 용되었다. 최근 20년간 속한 국토개발
에 의해 설계풍속을 결정하는 지역별 조도구분이 변화되었고 매년 국내
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태풍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풍속자료의 갱신과 설계풍속 산정방법에 한 재검토 결과를 2007년도 
본 학회의 하계학술 회를 통하여 소개한 바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미 
소개된 설계풍속 개정 이후 속도압으로 송 지지물의 설계용 하 을 구
하기 하여 수행한 연구내용으로 지역별 설계기  풍속압을 재산정하
여 설계기  개정(안)을 도출하고 이를 소개하 다. 

2. 본    론

  2.1 송전용 지지물의 풍하중 산정 흐름
  본 에서는 지난번 논문에서의 국내 송 철탑의 설계풍속을 산정하
는 과정에 이어 최근 20여년간 추가로 확보된 기상청의 풍속, 풍향자료
를 활용하여 돌풍풍속 산정과정을 고찰하고 지역별 기 풍속압을 기
으로 설계기  풍속압을 제시하고자 한다.   

  

돌풍율 산정 흐름 설계기준 풍속산정 흐름

속도압 산정 흐름

<그림 1> 송전용 지지물의 풍하중 산정 흐름

  2.2 돌풍율
  풍속은 두개의 성분으로 나  수 있다. 하나는 정 성분(Static Component)
인 평균성분이고  하나는 동 성분(Dynamic Component)인 순간풍속, 
즉 돌풍(Gust Wind)이다. 돌풍은 시간에 따라 무작  양상을 띄우므로 
측정시의 평균시간간격에 좌우되며 어떤 해석 인 법칙으로는 설명할 
수 없고 확률이론에 의해서만 정의될 수 있다. 재 송 철탑 설계기
에서 채택하고 있는 돌풍율 산정식은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G= 분석단위중최대순간풍속
분석단위중최대10분간평균풍속

  2.3 풍속자료에 의한 돌풍풍속 산정
  본 연구에서는 년최 풍속, 월최 풍속을 이용하여 각각의 기  돌풍
율을 산정하고 재 용되고 있는 기  돌풍율과 비교하여 기 에 
용할 기 돌풍율을 결정하 다. 기 돌풍율에 한 산정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G =
 Vi 

 Vm

             여기서,  G   = 돌풍율

                     V i   = 순간풍속(m/s)

                     Vm  = 평균풍속(m/s)

이 식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기상 측소의 풍속 측자료  10분간 평균풍속
과 순간풍속이 동시에 기록되어 있는 자료들만 모아서 통계처리하여 10분간 
평균풍속별 돌풍율과 표 편차에 한 결과를 산출하 다. 

  2.3.1 월최대풍속 자료를 이용한 돌풍율
  월최 풍속을 이용하여 평균풍속을 순간풍속으로 변환하는 기 돌풍
율을 산정하 다. 우선 20m/s 이하에서 용될 기 돌풍율의 산정방식
은 무 낮은 평균풍속(6m/s 이하)의 데이터는 제외하고 6～20m/s 구간
의 돌풍율의 평균치를 산정하 다. 그리고 40m/s 이상에서 용될 돌풍
율은 구간에 합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이유로 36～40m/s 구간의 
돌풍율의 평균치를 이용하여 용하 다. 20～40m/s 구간의 돌풍율은 
28～32m/s 구간의 돌풍율의 평균치를 편으로 하는 직선으로 가늠하여 
돌풍율 산정식을 결정하 다.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평균풍속별 돌풍율(월최대풍속자료 이용)

10분간 평균풍속(Vm) 돌풍율(G)

20m/s 이하 1.53

20 ～ 30m/s 1.83-0.015Vm

30 ～ 40m/s 1.53-0.005Vm

40m/s 이상 1.33

  2.3.2 년최대풍속 자료를 이용한 돌풍율
  년최 풍속자료를 이용하여 평균풍속을 순간풍속으로 변환하는 기

돌풍율을 산정하 으며, 산정방식은 월최 풍속을 이용한 돌풍율 산정방

식과 동일하다.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평균풍속별 돌풍율(년최대풍속자료 이용)

10분간 평균풍속(Vm) 돌풍율(G)

20m/s 이하 1.60

20 ～ 30m/s 2.00-0.02Vm

30 ～ 40m/s 1.70-0.01Vm

40m/s 이상 1.30

  2.3.3 기준 돌풍율
  앞에서 우리나라 기상 측소의 풍속자료  10분간 평균풍속과 순간
풍속이 동시에 기록되어 있는 데이터를 이용하여 월최 풍속과 년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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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을 산출한 후, 순간풍속과 10분간 평균풍속의 비율인 기 돌풍율을 
산정하 다. 그림 2에서는 재 용되어 송 설계기 에 채택되고 있는 
평균풍속 별 돌풍율과 비교하 으며, 그림 3에서는 풍속 별 돌풍율을 
이용하여 평균풍속과 순간풍속의 계를 비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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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돌풍율 비고        <그림 3> 순간풍속 산정식 비교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월최 풍속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한 돌풍율은 송
설계기 에서 채택되고 있는 기존의 돌풍율과 거의 유사한 결과를 보

여주고 있으나, 년최 풍속을 이용한 돌풍율은 풍속 별로 약간의 차이
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송 설계기 의 토 가 되고 있
는 1986년 「송 철탑 설계풍속에 한 연구」에서 돌풍율을 산정하기 
한 풍속자료의 개수가 5,072개인데 반해 년최 풍속을 이용한 처리과
정에서는 1,669개의 풍속자료가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 으로 
유효한 값이 고 표 편차의 범 가 큰 년최 풍속을 이용한 돌풍율보
다는 측데이터의 수가 상 으로 많은 월최 풍속을 이용한 돌풍율
을 사용하기로 하며, 재 송 설계기 에서 용되고 있는 돌풍율과 많
은 차이 이 보이지 않으므로 기존의 풍속 별 돌풍율을 그 로 용하기
로 하 다. 

  2.4 기준속도압
  속도압은 구조물에 작용하는 풍압력을 산정하는 경우, 기본이 되는 양

으로써 바람이 지닌 단 체 당 운동에 지를 말한다. 이것을 속도압 q, 

풍속 V , 공기 도 ρ라고 할 때, 다음 식과 같이 주어진다.

q =  1
2
ρV 2

  우리나라의 경우 설계의 상이 되는 강풍으로는 여름에 불어오는 태
풍, 과 가을에 주로 발생하는 기압․ 선풍  동 기에 불어오는 
계 풍을 들 수 있다 각각의 경우에 공기 도는 강풍이 불어오는 시기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국을 일률 으로 ρ

=1/8=0.125kgf․s
2
/m
4
값을 택하여 속도압 q를 다음 식으로 하 다.

q =  1
2
ρV 2 = 1

16
V 2 (kgf/m 2 )

  여기서, 공기 도 ρ값을 0.125(kgf․s2/m4)로 결정한 이유는 우리나라

에 가장 심각한 피해를 가져오는 태풍에 해서는 충분히 안 인 값
이 되고, 우리나라에 강풍을 유발시키는 발생성인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는 것이 기압 선풍이기 때문이다.

  2.4.1 지역별 풍속압 등가선도 작성
  앞에서 기 돌풍율을 기 으로 산출된 순간풍속과 공기 도를 이용하
여 지역별 순간풍속압을 그 결과를 토 로 그림4와 같이 지역별 순간풍
속압 등가선도를 작성하 으며, 등가선의 간격은 25kg/㎡이다. 다음 표 
3은 참고자료로서 각각의 등가선 간격에 따른 풍속압의 풍속환산치이다.
  <표 3> 하중조건별 풍속압 구분표

하 구분 풍속압
(kg/㎡)

풍속(m/s)
돌풍율

평균풍속 순간풍속

Ⅰ 200 41.9 56.6 1.35

Ⅱ 175 39.1 52.9 1.35

Ⅲ 150 36.6 50.0 1.37

Ⅳ 125 32.2 44.7 1.39

Ⅴ 100 28.2 40.0 1.42

Ⅵ 75 23.6 34.6 1.47

Ⅶ 50 18.9 28.3 1.50

  2.5 설계기준풍속압 개정(안)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지역별 기 풍속압을 기 으로 설계기  풍
속압을 제시하고자 한다. 송 설계기 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3
개의 지역구분으로 재정리하 으며, 기 이 되는 풍속압은 50년 재 주
기 풍속압을 사용하 다. 그림 5는 새로운 지역구분을 행정구역으로 나
타낸 지역구분 지도이다. 한 최근 기상자료에 의하면 기존 1지역보다 
더 큰 풍속압이 작용하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악되었으며 이는 부
분 태풍경로인 해안가에 치하고 있어 해당구간에 송 선로의 건설시 

별도의 기술 인 검토를 통하여 설계하  분석을 통한 기 용이 가능
하도록 자료를 제시하 다. 

<그림 4> 50년 재현주기 순간풍속압의 등가선도 예시(고온계)

                     
                   <표 4> 하중조건(안)

                                

지역

구분

기 풍속압

(kg/㎡)

한계풍속(m/s)

돌풍율평균
풍속

순간
풍속

고

온

계

Ⅰ 117(175) 39.1 52.9 1.35

Ⅱ 100(150) 35.7 49.0 1.37

Ⅲ 76( 기 ) 33.7 46.6 1.38

온

계

Ⅰ 100(150) 35.7 49.0 1.37

Ⅱ 84(125) 32.2 44.7 1.39

Ⅲ 38( 기 ) 25.3 36.0 1.42

 
<표 5> 기타지역 하중조건(안)

행정구역
기 풍속압(kg/㎡)

비 고
고온계 온계

울릉도 194.9 191.5

제주도 159.4 118.8 Ⅰ지역

   <그림 5> 개정된 지역구분도           
    (청 : 1, 녹 : 2, 백 : 3지역)

  에서 표 4와 표 5는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하 조건이다. 송 설계
기 에서는 공기 도를 고온계와 온계에 다른 값을 가지는 공기 도
를 용하 으나 본 연구에서는 공기 도를 동일하게 용하 기 때문
에 송 설계기 에서의 기 풍속압과 풍속이 다른 비율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실무 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하기 해서 기존의 지역구분에 따
른 기 풍속압은 그 로 유지하기로 한다.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기상 측년수가 20년 이상인 기상 측소에서의 풍속자
료를 이용하여 통계작업을 통한 지역별 재 주기별 설계풍속압을 개정
하여 제안하 다. 이는 최  연구가 시작된 후 약 20년이 경과한 시 으
로 최근들어 우리나라에 향을 주는 태풍의 규모와 세기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지속 으로 된 기상 측소에서의 풍속자료를 반 하
여 통계  분석과정을 거쳐 제안된 개정(안)이다.
  한 송 철탑의 건설지 이 지역주민의 민원 등에 의하여 산악지역
으로 이동하는 추세에 있다. 재 설계기 에서는 국부 인 지형으로 인
한 풍속증가를 반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국내 건축물 하 기 에서는 
국지 인 지형에 의한 풍속할증에 해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교통부와 
건축학회를 심으로 태풍상습 피해지역에 한 풍속증가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정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해외의 경우에도 국부지형에 의
한 할증요인을 심으로 풍하  설계 합리화를 한 여러 가지 사항을 
도입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향후 이러한 풍공학 기술의 진보와 주변 기술기 의 수 이 높아지는 
시 에 국내의 송 철탑 풍하 기 에 한 반 인 검토를 수행하여 
지형조건을 고려한 기별설계하  연구를 수행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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