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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2010년 9월 2일 강한 바람으로 우리나라 중부 지방에 영향을 미친 제7호 태풍 곤파스로 인해 피

해를 입은 홍릉수목원 내 풍도목을 대상으로 풍도목의 특징, 임내·외 풍향 및 풍속의 특징을 구명하고자 실

시하였다. 풍도목은 피해 유형에 따라 바람에 쓰러진 나무, 기울어진 나무, 수간이 부러진 나무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바람이 불기 시작한 9월 2일 04시부터 바람이 완전히 멎은 12시까지의 풍속을 분석한 결과,

임내 평균풍속과 순간최대풍속은 각각 1.4 m/s와 3.5 m/s 이었으며, 06시 10분 임내 평균풍속과 순간최대풍속이 각

각 3.4 m/s와 8.7 m/s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곤파스의 피해를 받은 2010년 9월 2일과 강풍주의보가 발효되었던 과

거 5일(2009년 2월 13일, 2월 20일, 4월 21일, 10월 16일, 2010년 3월 20일)의 평균풍속 차이와 파동을 비교 분석한

결과, 풍도목 발생 원인은 바람의 세기보다는 단위시간당 바람파동횟수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사료된다. 풍향 분석

결과 임내 평균풍향은 방위각 112.5o~180o(ESE-SE-SSE-S)와 247.5°(WSW) 방향에서 불어 들어왔으며, 임내·외 순간

최대풍향 모두 방위각 157.5°(SSE) 방향에서 강하게 불어 들어왔다. 풍도목의 도복 방향과 위치를 분석한 결과 84.0%

의 풍도목이 방위각 270°~22.5°(W-WNW-NW-NNW-N-NNE) 방향으로 쓰러졌으며, 97.3%의 풍도목이 완경사지(경사

15° 미만)와 경사지(경사 15°~20°)에서 발생하였다. 풍도목 중 침엽수가 45.3%를 차지했고, 활엽수가 54.7%를 차지하

였으나, 임상별로 보면 풍도목은 활엽수림보다 침엽수림과 혼효림에서 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wind damaged trees in the Hongneung

Arboretumin Korea. Many trees in the Hongneung Arboretum were damaged by the ‘Kompasu’, the seventh

typhoon in the year of 2010 having strong impacts on the central region of Korea. Damaged trees were divided

into 3 damage types: windthrow, slanted and broken trees. Most of damaged trees (97.3%) were found at low slope

(below 15 degree) or medium slope (15~20 degree). The 45.3% of damaged trees were coniferous and 54.7% were

deciduous trees. The wind speed was recorded for the duration of the typhoon from 04:00 AM to 12:00 PM on

September 2. The average wind speed and the maximum instantaneous wind speed inside the forest were 1.4 m/

sec and 3.5 m/sec, respectively. The highest peak of the average and the maximum instantaneous wind speed inside

of forest, 3.4 m/sec and 8.7 m/sec respectively, were recorded at 06:10 AM on September 2. To analyze relationship

between wind characteristics and the damage types, the average wind speed and the frequency of wind wave was

compared to those of pre-typhoon period (Feb. 13, Feb. 20, Apr. 21, Oct. 16, 2009 and Mar. 20, 2010).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damaged trees were affected by frequent wind wave rather than the wind speed itself. Also

average wind direction inside the forest was analyzed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wind direction on the damaged

trees. The wind had mainly blown from SE and SW, and the maximum instantaneous wind direction was SE

direction overall. Most of the damaged trees (84.0%) had fallen down to the NW or NE direction. This result

showed that the fallen direction of the damaged trees and wind direction was highly related. Therefore, we found

that the frequency of wind wave was the main factor of wind damages during the typhoon ‘Kompasu’ and wind

direction was highly related to the fallen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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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풍도목(風倒木) 또는 풍도(風倒)는 기후, 지형, 임분, 입

목 및 토양 인자 등의 상호 작용에 기인하여 바람에 의해

뿌리가 뽑히거나 수간이 파괴된 입목을 뜻하며(Mitchell,

2001), 태풍 또는 강풍에 의해 발생하는 자연현상이다. 우

리나라의 경우, 산지에서 풍도목이 발생하면 발생 지점에

서 입목의 뿌리가 뽑히거나 기울어진 부분의 토양이 노출

되기 때문에 여름철 집중호우 발생시 산사태로 인한 2차

피해의 위험이 높다. 풍도목은 처리가 쉽지 않아 장기적

인 산림경영 방해와 수익 손실을 초래하는 주원인이 된다

(Harris, 1989; Ruel, 1995). 또한 산불 발생의 위험성을 증

가시키고, 곤충에 의한 전염병 확산을 가속화시킨다(Stathers

et al., 1994; Mitchell, 1999; Mitchell, 2000; Mitchell,

et al., 2001). 

우리나라에서 풍도목은 비와 바람을 동반한 태풍에 의

해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2001년 태풍 ‘우토(Utor)’

와 ‘차미(Trami)’로 인해 3,920본의 풍도목이 발생했고,

2002년 ‘루사(Rusa)’로 인해 91,011본, 2003년 ‘매미

(Maemi)’로 인해 150,478본, 2004년 ‘메기(Megi)’와 ‘민들

레(Mindulle)’로 인해 9,538본, 2005년에는 ‘나비(Nabi)’와

‘맛사(Matsa)’로 244,801본의 풍도목이 발생하였다(산림청,

2006).

하지만 2010년 9월 2일 우리나라 중부지방에 큰 피해를

입힌 제7호 태풍 ‘곤파스(Kompasu)’는 비보다는 강한 바

람으로 위력을 떨친 ‘마른 태풍’이었다. 기상청(2010a,

2010b)의 곤파스 영향 분석 결과, 8월 29일 21시에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약 880 km 부근 해상에서 중심기압

1,000 hPa, 최대 풍속 18 m/s, 강풍 반경 약 220 km, 크

기의 소형 열대폭풍으로 발생한 태풍 곤파스는 9월 2일

06시 35분에 강화도 남동단에 상륙하였다. 이때 태풍의 중

심에 가까웠던 홍도와 흑산도에서는 각각 52.4 m/s, 45.4

m/s의 순간최대풍속이 관측되었다.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

을 받은 지역인 대부도, 인천 송도, 안양, 수원, 서울 중랑

구에서는 각각 38.7 m/s, 34.4 m/s, 33.8 m/s, 30.5 m/s,

29.5 m/s 등 30 m/s 안팎의 최대순간풍속을 기록했고, 시

속 40~50 km의 빠른 속도로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를 가

로질렀다. 육상을 지나면서 세력이 빠르게 약화된 태풍 곤

파스는 10시 50분 강원도 고성군 앞바다로 빠져나가, 9월

3일 03시에 북한 청진 동쪽 약 400 km 부근 해상에서 소

멸되었다(Figure 1). 9월 2일 06시 35분 강화도에 상륙하

여 약 5시간여 만에 우리나라 중부지역을 관통한 곤파스

는 서울, 경기도, 인천, 충청남도 및 전라남도의 총 89개

소에서 20,107본의 가로수를 쓰러트렸으며, 총 37억 3,656

만원의 재산피해를 입혔다. 

외국의 경우, 풍도목의 발생 메커니즘 연구(Peltola et

al., 1999; Achim et al., 2003; Sato et al., 2009), 풍도목

위험도에 대한 모델링 연구(Valinger and Fridman, 1997;

Gardiner et al., 2000; Ancelin et al., 2004; Achim et

al., 2005; Cucchi et al., 2005; Véronique et al., 2005),

풍도목 발생 평가지표 연구(Lohmander and Helles, 1987;

Quine, 1995; Mickovski et al., 2005),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를 이용한 풍도목 피해분석(Wright

and Quine, 1993), 임분 속성에 따른 풍도목 피해저감 연

구(Martín-Alcón et al., 2010) 등 풍도목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1990

년대 후반부터 태풍이 대형화되면서 풍도목 발생량 역시

점점 많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사태나 토석류에 관

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으나, 풍도목에 대한 연구 및 고

찰은 전혀 실시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2010년 9월 2일 강한 바람으로 우리나라

중부 지방에 영향을 미친 태풍 곤파스의 피해를 입은 홍

릉수목원 내 풍도목을 대상으로 풍도목의 특징, 임내·외

풍향 및 풍속의 특징, 임상 및 경사별 풍도목 분포에 대해

구명코자 한다. 또한 과거 강풍주의보가 발표된 날중 5일

을 선정하여 곤파스 피해 당일인 2010년 9월 2일의 평균

풍속, 분당 평균풍속간의 차이, 단위시간당 바람파동횟수

와 비교하였으며, 이를 통해 풍도목의 발생원인을 구명하

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2010년 8월 29일 발생하여 9월 2일 우리나라 중부 지방

에 강한 바람으로 큰 피해를 입힌 제7호 태풍 ‘곤파스’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홍릉수목원 내 수림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총 75그루의 풍도목을 조사하였

다. 본 연구에 사용된 풍향, 풍속 등의 기상 자료는 홍릉

Figure 1. The route of the seventh typhoon of the year,

‘Kompasu’ (Sourc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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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 임내·외에 설치된 자동기상관측장비(Automatic

Weather Station)로 측정된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풍도목을 피해유형에 따라 바람에 쓰러진 나무, 기

울어진 나무, 수간이 부러진 나무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

하여 조사하였다. 

1. 풍도목 수종 및 도복특징 분석

바람에 쓰러진 나무는 수종, 수고, 수관폭(장축), DBH

외에 뿌리의 범위를 파악하기 위해 Figure 2(a)처럼 바람

에 의해 뿌리가 완전히 뽑혀 쓰러진 나무를 대상으로 뿌

리 너비 및 깊이를 측정하였다. 쓰러진 나무의 끊어진 뿌

리의 전단면을 무작위로 3회 측정하였으며, 가장 긴 뿌리

를 선택하여 나무 중심으로부터 뿌리 끝까지 길이를 측정

하였다. 또한 도복위치(경도, 위도) 및 도복방향, 경사를

조사하였다. 경사는 산림청이 정한 국유림 산림조사 기준

에 따라 완경사지(경사 15° 미만), 경사지(경사 15°~20°),

급경사지(경사 21°~25°), 험준지(경사 26°~30°), 절험지(경

사 31° 이상)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기울어진 나무는 Figure 2(b)처럼 수간과 수관폭은 온전

한 채 뿌리 부분이 들린 나무를 대상으로 수종, 수고, 수

관폭, DBH, 위치(경도, 위도) 및 기울어진 방향, 경사를 측

정하였으며, 뿌리가 들린 부분의 뿌리깊이와 뿌리너비를

측정하였다. 부러진 나무는 Figure 2(c)처럼 뿌리 부분은

온전한 채 수간이 부러진 나무를 대상으로 수종, 수고, 수

관폭, DBH와 위치(경도, 위도) 및 부러진 방향, 경사 외에

지표면에서 부러진 수간까지의 위치를 측정하였다.

2. 풍속 및 풍향 분석

풍도목 발생 추정 시간의 풍속과 풍향을 알아보기 위해

홍릉수목원 임내·외에 설치된 자동기상관측장비(Automatic

Weather Station)로 측정된 지상 2 m 높이의 풍속 및 풍향

을 10분 단위로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바람의 풍속과 풍

향패턴을 이해하기 위해 2009년 1년간의 풍속, 풍향을 월

별과 계절별로 분석하였으며, 강풍의 영향을 받은 2010년

9월 2일 04시부터 12시까지의 풍속과 풍향을 분석하였다.

풍속과 풍향은 각각 평균풍속과 순간최대풍속, 평균풍향

(주풍향)과 순간최대풍향을 함께 분석하였다. 평균풍속과

평균풍향은 각각 10분 동안의 풍속과 풍향의 평균값이며,

순간최대풍속은 10분 동안 바람이 순간적으로 가장 세게

불었던 때의 풍속을 말하며, 순간최대풍향은 10분 동안 바

람이 순간적으로 가장 세게 불었던 때의 풍향을 뜻한다.

3. 단위시간당 바람파동횟수 분석

어떤 물체가 위치를 이동하거나 모양이 변형되기 위해

서는 외부에서 순간적으로 강한 힘을 받거나 지속적인 힘

을 받아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순간적으로 불어온 강한

바람 또는 단위시간당 바람의 파동횟수가 풍도목의 주요

발생원인이라는 가설 아래, 곤파스의 피해를 받은 2010년

9월 2일과 기상청에서 강풍주의보를 발표한 과거 5일(2009

년 2월 13일, 2월 20일, 4월 21일, 10월 16일, 2010년 3

월 20일)을 선정하여 풍속이 가장 강했던 5시간 동안의 평

균풍속을 분석하였으며, 5시간 동안의 분당 평균풍속 데

이터를 이용하여 단위시간당 바람파동횟수를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 바람의 파동은 평균풍속의 오르내림을 하나

의 파동으로 계산하였으며, 진폭이 ‘0’일 경우는 파동횟수

에 포함하지 않았다.

4. 풍도목의 발생지점 임상 및 경사 분석

각 풍도목의 좌표값을 이용하여 발생지점을 표시하였

고, 홍릉수목원 내 임상분포도를 이용하여 어느 임상에서

풍도목이 발생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동시에 발생지점별

경사를 분석하여 경사와 도복 방향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풍도목 수종 및 도복특징 분석

1) 바람에 쓰러진 나무

바람에 쓰러진 나무는 귀룽나무, 느릅나무, 당느릅나무,

때죽나무, 참가시나무, 층층나무, 측백나무, 편백, 벚나무,

소나무, 갈참나무 등 11개 수종 50그루였다. 그 중 갈참나

무가 15그루, 소나무가 12그루, 벚나무가 10그루로 세 수

종이 전체의 74%를 차지하였으며, 편백 5그루, 측백나무

Figure 2. Classification of wind damaged tr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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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1. Characteristics of windthrow tree by wind.

Species of trees
Tree height

(m)
Crown width

(cm)
DBH
(cm)

Root breath
(cm)

Root depth
(cm)

Ave. diameter of 
sheared root

(cm)

The longest 
root length

(cm) 

Prunus padus 14 600 37 300 35 1.40 240

Ulmus davidiana var. japonica 12 400 30 320 50 2.23 285

Ulmus davidiana 10 400 21 305 70 4.07 343

Styrax japonica 9 350 17 150 35 1.77 185

Quercus salicina 10 450 23 315 35 1.33 328

Cornus controversa 15 500 42 400 70 1.53 310

Thuja orientalis 8 500 25 250 50 0.60 195

Thuja orientalis 7 250 13 180 70 0.57 185

Chamaecyparis obtusa 15 500 25 260 70 0.57 235

Chamaecyparis obtusa 18 400 28 280 65 0.67 240

Chamaecyparis obtusa 18 500 30 300 60 0.63 250

Chamaecyparis obtusa 16 700 25 350 35 1.13 385

Chamaecyparis obtusa 12 400 19.5 110 45 0.57 135

Prunus serrulata var. spontanea 8 250 10 150 35 0.57 165

Prunus serrulata var. spontanea 15 700 37 410 80 1.17 575

Prunus serrulata var. spontanea 7 200 12.5 130 28 0.70 175

Prunus serrulata var. spontanea 11 450 28 310 80 3.00 285

Prunus serrulata var. spontanea 17 1,100 57 400 80 1.90 315

Prunus serrulata var. spontanea 10 550 25.2 175 93 0.93 128

Prunus serrulata var. spontanea 15 800 43.3 465 80 1.80 553

Prunus serrulata var. spontanea 12 700 33 505 65 1.47 453

Prunus serrulata var. spontanea 10 500 22 210 40 3.03 300

Prunus serrulata var. spontanea 10 700 26 175 60 0.70 216

Pinus densiflora 10 500 21 140 30 0.57 115

Pinus densiflora 8 350 14 180 30 0.50 130

Pinus densiflora 5.5 200 9.5 130 30 0.17 97

Pinus densiflora 10 500 38.5 440 70 1.17 378

Pinus densiflora 6 300 18 120 20 0.13 70

Pinus densiflora 8 400 20 175 50 0.67 133

Pinus densiflora 11 400 25 400 70 1.57 450

Pinus densiflora 12 550 32 190 70 1.53 207

Pinus densiflora 13 600 26 220 60 2.13 305

Pinus densiflora 11 300 16 180 85 1.40 177

Pinus densiflora 10 500 24 240 75 1.33 255

Pinus densiflora 14 600 29 115 60 0.80 128

Quercus aliena 18 800 44 450 40 3.50 415

Quercus aliena 15 600 37 550 40 1.93 505

Quercus aliena 14 600 24 240 35 2.20 370

Quercus aliena 14 500 28 450 40 2.70 435

Quercus aliena 16 700 49 400 40 1.37 580

Quercus aliena 15 600 39 530 60 2.20 405

Quercus aliena 15 600 29 220 70 1.57 370

Quercus aliena 18 400 22 210 40 0.83 160

Quercus aliena 15 750 28 360 55 1.50 285

Quercus aliena 13 700 39 420 75 1.37 355

Quercus aliena 13 500 24 330 30 0.90 290

Quercus aliena 18 750 34 250 70 1.43 265

Quercus aliena 15 800 28 195 80 2.33 243

Quercus aliena 18 700 36 310 40 2.70 585

Quercus aliena 10 400 19.5 225 80 1.13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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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그루였고, 귀룽나무, 느릅나무, 당느릅나무, 때죽나무, 참

가시나무, 층층나무가 각각 1그루씩이었다(Table 1). 

바람에 쓰러진 나무는 모두 화성암을 모암으로 하는 갈

색산림토양군의 갈색약건산림토양형(B2)에서 발생하였으

며 토심은 19~42 cm로 비교적 낮은 편이었다. 지상부 특

징인 수고, 수관폭, DBH를 살펴보면, 바람에 쓰러진 나무

의 64%가 수고 10~16 m 범위에서 발생하였으며, 평균수

고는 12.5 m였다. 수관폭은 400~800 cm 범위에서 76%의

피해목이 발생하였으며 평균수관폭은 530 cm였다. DBH

는 20~30 cm 범위에서 48%의 피해목이 발생하였으며, 평

균 DBH는 27.7 cm였다. 

지하부 특징인 뿌리너비와 뿌리깊이, 전단면 크기, 최

장뿌리길이를 살펴보면, 뿌리너비는 100~250 cm 범위

의 피해목이 50%를 차지했으며, 뿌리깊이는 최고 93

cm, 최저 20 cm였고 평균뿌리깊이는 55.5 cm였다. 침엽

수와 활엽수의 평균뿌리깊이는 각각 55 cm와 55.8 cm

로 큰 차이가 없었다. 이는 침엽수와 활엽수 모두 조사

지의 낮은 토심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사료된다. 뿌리 너

비를 분석한 결과 활엽수의 경우에는 최장뿌리를 포함

한 2~3개의 길고 굵은 뿌리가 경사 반대방향과 등고선

방향으로 비대성장하여 자랐으며, 평균뿌리너비는 318.1

cm였다. 침엽수의 경우에는 굵은 뿌리가 경사방향에 집

중되어 있었으며, 평균뿌리너비는 224.2 cm로 활엽수의

평균뿌리너비보다 93.9 cm 작았다. 전단면 크기 0.51~1.50

cm의 피해목수가 많았으며, 전단면 크기가 커질수록 풍

도목 발생빈도는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활엽수와 침

엽수의 평균 전단면 크기는 각각 1.78 cm와 0.88 cm로

활엽수의 평균 전단면 크기가 침엽수보다 2배 정도 컸

다. 피해목의 최장뿌리길이는 51~150 cm 범위에서 54%

가 집중되어 있었으며, 갈참나무의 경우 평균 최장뿌리

길이는 362 cm로 다른 수종에 비해 넓은 뿌리 분포를

보였다. 활엽수의 평균 최장뿌리길이는 332 cm로 침엽

수의 평균 최장뿌리길이 214 cm보다 118 cm 길었다

(Table 1). 이는 조사지역의 토심이 낮았기 때문에 수직

방향으로 발달하지 못한 뿌리가 수평방향으로 넓게 뻗치

면서 발달한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2. Characteristics of slanted trees by wind.

Species of trees
Tree height

(m)
Crown width

(cm)
DBH
(cm)

Root breath
(cm)

Root depth
(cm)

Quercus acutissima  8 550 25 155 30

Quercus salicina 12 700 36 230 30

Thuja orientalis 10 300 16.5 220 20

Ulmus davidiana var. japonica 14 500 23 180 55

Pinus densiflora 14 500 24 250 50

Pinus densiflora 9 400 19 165 32

Chamaecyparis obtusa 11 400 22 140 30

Chamaecyparis obtusa  7 300 18 120 20

Chamaecyparis obtusa 10 400 32 225 40

Table 3. Characteristics of broken trees by wind.

Species of trees
Tree height

(m)
Crown width

(cm)
DBH
(cm)

Broken height
(m)

Carpinus tschonoskii var. brevicalyphylla 14 600 39 1

Kalopanax pictus 14 800 34 2.6

Quercus acutissima 11 700 46.5 7

Quercus aliena 13 450 24 4

Thuja orientalis 12 500 33 6

Prunus serrulata var. spontanea 14 700 39.5 4

Prunus serrulata var. spontanea 15 500 36 8

Prunus serrulata var. spontanea 10 1,000 40.8 1.9

Pinus densiflora 8 200 21 0.8

Pinus densiflora 12 400 31 1.6

Pinus densiflora 15 500 30.3 6

Pinus densiflora 11 600 29 7

Pinus densiflora 11 400 25 5

Pinus densiflora 12 350 21 6

Pinus densiflora 10 550 39.2 8

Pinus densiflora 13 400 31.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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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울어진 나무

기울어진 나무는 느릅나무, 상수리나무, 소나무, 참가시

나무, 측백나무, 편백 등 6개 수종 9그루였으며 전체 풍도

목의 12%를 차지했다. 그 중 편백 3그루, 소나무 2그루,

느릅나무, 상수리나무, 참가시나무, 측백나무가 각각 1그

루씩이었으며, 9그루 모두 경사 30% 이하인 곳에서 발생

하였다(Table 2). 기울어진 나무의 평균수고는 10.6 m, 평

균 수관폭은 450 cm, 평균 DBH는 23.9 cm였다. 뿌리너

비와 뿌리깊이를 분석한 결과 평균뿌리너비는 187 cm였

으며, 활엽수와 침엽수의 평균뿌리너비가 각각 188.3 cm

와 186.3 cm로 큰 차이가 없었다. 뿌리깊이는 최고 55

cm, 최저 20 cm였고 평균뿌리깊이는 34.1 cm였으며, 활

엽수의 평균뿌리깊이가 38.3 cm로 침엽수의 평균뿌리깊

이 32 cm보다 6.3 cm 깊었다. 

3) 수간이 부러진 나무

수간이 부러진 나무는 갈참나무, 당개서어나무, 벚나무,

상수리나무, 소나무, 음나무, 측백나무 등 7종 16그루였으

며, 전체 풍도목의 21.3%를 차지했다(Table 3). 부러진 나

무의 50%가 소나무였으며, 벚나무가 3그루, 갈참나무, 벚

나무, 상수리나무, 음나무, 측백나무는 1그루씩이었다. 부

러진 나무의 평균수고는 12.6 m, 수관폭은 601.2 cm,

DBH는 34.8 cm였다. 

수간이 부러진 나무 16그루를 수종별로 나누어 DBH,

수관폭, 수고의 평균값과 수간이 부러진 높이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수간이 부러진 높이는 DBH, 수관폭과는 큰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지만, 수고가 높아질수록 부러진

높이가 낮아지는 특징을 보였다(Figure 3). 이는 수고가 높

아질수록 바람을 견딜 수 있는 한계점이 점점 낮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Kiue et al.(2006)는 일본 구주

지역에서의 조사를 통해 즉 수고가 높은 임분에서 풍압이

높아지며, 바람의 중심이 상층으로 집중되면서 피해가 커

진다고 보고하였다.

바람에 쓰러진 나무, 기울어진 나무, 수간이 부러진 나

무의 수고, 수관폭, DBH를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한 결과

바람에 쓰러진 나무와 수간이 부러진 나무의 수고가 각각

12.5 m와 12.2 m로 기울어진 나무에 비해 약 2 m 가량

높았으며, 평균 수관폭은 바람에 쓰러진 나무와 수간이 부

러진 나무가 각각 530 cm와 540.6 cm로 기울어진 나무에

비해 약 80~90 cm 가량 컸다. 평균 DBH의 경우, 수간이

부러진 나무가 32.6 cm로, 바람에 쓰러진 나무와 기울어

진 나무에 비해 각각 4.9 cm, 8.6 cm 컸다. 이러한 결과는

DBH가 0~100 cm 범위일 때, DBH가 클수록 나무가 쉽게

넘어지거나 부러지며(Putz and Shariz, 1991; Forster and

Boose, 1992), DBH가 30 cm 전후일 때 풍도목이 쉽게

발생한다는 선행연구결과(Kiue et al., 2006; Sato et al.,

2009)와 일치한다.

 

4) 풍도목 도복 방향 분석

풍도목의 도복 방향을 분석한 결과 조사 대상 75그루

풍도목 중 84.0%인 63그루가 방위각 270~22.5°(W-

WNW-NW-NNW-N-NNE) 방향으로 쓰러졌다(Figure 4). 

바람에 쓰러진 나무의 주요 도복방향은 방위각 270~

22.5°(W-WNW-NW-NNW-N-NNE) 방향이었으며, 기울어

진 나무는 9그루 중 7그루가 방위각 270~22.5°(W-WNW-

NW-NNW-N-NNE) 방향으로 기울어졌다. 수간이 부러진

나무는 16그루 중 11그루가 방위각 270~22.5°(W-WNW-

NW-NNW-N-NNE) 방향으로 부러졌고, 3그루가 방위각

202.5°(SSW) 방향으로 부러졌다(Figure 4).

2. 풍속 및 풍향 분석

1) 풍속 분석

2009년 1년간의 임내·외 풍속을 비교한 결과 임내 평

균풍속은 0.0 m/s 였으며, 순간최대풍속은 0.7 m/s 였다. 3

월의 평균풍속과 순간최대풍속이 각각 0.1 m/s와 1.1 m/s

로 가장 높았으며, 2~4월을 제외하고는 모두 평균풍속이

0.0 m/s로 바람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다. 임외 평균풍

속은 1.0 m/s, 순간최대풍속은 3.3 m/s 였으며, 12월의 평

균풍속과 순간최대풍속이 각각 1.8 m/s와 6.3 m/s로 가장

Figure 3. Relation broken height with tree height.

Figure 4. Lodging direction of wind damaged trees and wind

direction and velocity from 04:00 to 12:00 on September 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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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았다. 

임내·외 풍속을 봄(3~5월), 여름(6~8월), 가을(9~11월),

겨울(12월, 1~2월)의 사계절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봄철

의 임내 평균풍속이 0.1 m/s, 순간최대풍속은 0.9 m/s로 상

대적으로 가장 강한 풍속을 보였으며, 사계절 중 여름, 가

을, 겨울철의 임내 평균풍속은 0.0 m/s로 바람이 거의 불

지 않았고, 순간최대풍속은 1.0 m/s를 넘지 않았다. 봄철

과 겨울철의 평균풍속이 여름철과 가을철 평균풍속보다

상대적으로 강했다. 계절별 임외 풍속을 분석한 결과 연

간 평균풍속은 1.0 m/s 였고, 연간 순간최대풍속은 3.3 m/

s였다. 사계절 중 겨울철의 평균풍속이 1.2 m/s로 가장 강

했으며, 여름철의 평균풍속이 0.8 m/s로 가장 약했다. 순

간최대풍속은 겨울, 가을, 봄, 여름 순으로 강한 것으로 분

석되었다. 

제7호 태풍 곤파스의 피해를 받은 9월 2일 전후 4일간

(8월 29일 00시~9월 6일 00시)의 임내 평균풍속과 순간최

대풍속을 분석한 결과 8월 29일 00시부터 9월 1일 23시

50분까지의 평균풍속과 순간최대풍속은 각각 0.0 m/s와

0.6 m/s 였으며, 9월 2일 04시부터 풍속이 점점 강해져 06

시 10분 평균풍속과 순간최대풍속이 각각 3.4 m/s와 8.7

m/s 로 최고치를 기록했다(Figure 5). 바람이 불기 시작한

9월 2일 04시부터 바람이 완전히 멎은 12시까지 총 8시간

의 임내 평균풍속과 순간최대풍속은 각각 1.4 m/s와 3.5

m/s로 연간 임외 평균풍속 및 순간최대풍속과 맞먹을 정

도로 강한 바람이 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간 임내

평균풍속과 순간최대풍속이 1 m/s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

과 비교하면 당시 임내에 바람이 얼마나 강하게 불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2) 풍향 분석

2009년 1월부터 12월까지 임내·외 평균풍향과 순간최

대풍향을 분석한 결과, 임내의 경우에 평균풍향과 순간최

대풍향의 주풍향은 모두 N-NNE이었다. 임외 풍향의 경

우에 평균풍향과 순간최대풍향은 주로 방위각 0°~22.5°(N-

NNE) 방향과 247.5°~292.5°(WSW-W-WNW) 방향에서

불어 들어왔으며, 8~11월에는 바람이 방위각 22.5°~

45°(NNE-NE)에서 강하게 불어오는 특징을 보였다. 

2010년 9월 2일 04시부터 12시까지 8시간 동안의 풍향

을 분석한 결과 임내 평균풍향은 방위각 112.5°~180°(ESE-

SE-SSE-S) 방향과 225°~247.5°(SW-WSW) 방향에서 불어

들어왔으며, 임외 평균풍향은 방위각 180°(S) 방향과 225°

~247.5°(SW-WSW) 방향에서 불어 들어왔다. 임내·외 순

간최대풍향은 모두 방위각 157.5°(SSE) 방향에서 강하게

불어 들어왔다(Figure 6). 이는 2010년 9월 2일 04시부터

12시까지 불어온 바람의 풍향이 2009년 연간 임내 평균풍

향과 순간최대풍향인 방위각 0°~22.5°(N-NNE) 방향

(Figure 6) 및 2009년 연간 임외 평균풍향과 순간최대풍

향인 방위각 0°~22.5°(N-NNE) 방향과 247.5°~292.5°

(WSW-W-WNW)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에서 불어 들어

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풍도목의 도복 방향(Figure 4)과 임내·외 풍향(Figure

6)을 비교 분석한 결과, 풍도목은 9월 2일 04시부터 12시

까지의 주풍향인 112.5°~180°(ESE-SE-SSE-S) 방향과 반

대방향인 270°~22.5°(W-WNW-NW-NNW-N-NNE) 방향

으로 쓰러졌다. 

3) 분당 평균풍속 차이 및 단위시간당 바람파동횟수 비교

곤파스의 피해를 받은 2010년 9월 2일과 강풍주의보가

발효되었던 과거 5일의 평균풍속 및 바람의 파동횟수를

비교 분석한 결과, 평균풍속은 2010년 9월 2일이 3.1 m/s

로 강풍주의보 발효일과 비교하여 최소 0.2배, 최대 0.8배

강했으나, 분당 평균풍속 차이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5

일의 평균풍속 차이와 비슷한 값을 보였다(Figure 7).

곤파스 피해 당일인 2010년 9월 2일과 강풍주의보가 발

효되었던 과거 5일의 바람이 가장 강했던 5시간 동안의

파동 횟수를 조사한 결과, 2010년 9월 2일의 파동 횟수는

Figure 5. Wind speed inside the forest from 29, August to 6,

September (Up) and wind speed inside the forest from 04:00
to 12:00 on September, 2, 2010 (Down).

Figure 6. The total time of wind blow direction from 04:00 to

12:00 on September, 2, 2010 (Unit: H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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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날에 비해 0.5~1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8). 이

러한 결과로 보아 풍도목의 발생 원인은 바람의 세기보다

는 단위시간당 바람파동횟수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사료된다.

4) 풍도목의 임상 및 경사별 분포

75그루의 풍도목 피해 위치에 대한 좌표를 지도에 표시

하여 그 분포에 대해 분석한 결과, 풍도목 모두 홍릉수목

원의 서쪽에서 남북방향으로 길게 분포하였다. 홍릉수목

원 남서쪽에 분포한 풍도목은 주로 방위각 270°(W) 방향

으로 넘어졌으며, 홍릉수목원 서쪽 중앙에 분포한 풍도목

은 주로 방위각 270°~22.5°(W-WNW-NW-NNW-N-NNE)

방향으로 넘어졌고, 홍릉수목원 북서쪽에 분포한 풍도목

은 방위각 0°(N) 또는 90°(E) 방향으로 넘어졌다(Figure

9(a)).

바람에 쓰러진 나무의 발생 지점의 경사를 분석한 결과,

50그루의 바람에 쓰러진 나무 중 38그루가 완경사지(경사

15° 미만)에서 발생했고, 10그루가 경사지(경사 15°~20°)

에서 발생했으며, 급경사지(경사 21°~25°)와 절험지(경사

30° 이상) 에서 각각 1그루씩 발생하였다. 기울어진 나무

9그루는 모두 경사 15° 미만인 완경사지에서 발생했다. 수

간이 부러진 나무 16그루 중 15그루가 완경사지에서 발생

했으며, 1그루가 경사지에서 발생했다(Figure 10). 

총 75그루의 풍도목 중 82.7%인 62그루가 완경사지에

Figure 7. Compare average wind speed and gap between the

mean wind speed on September 2, 2010 and the past 5 days
with a strong-wind warning.

Figure 8. Compare frequency of wind wave per hour on
September 2, 2010 and the past 5 days with a strong-wind

warning.

Figure 9. The characteristics of wind damaged trees in Hongneung Arboretum.

Figure 10. The distribution of slope of wind damaged tr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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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발생하였고, 14.7%인 11그루가 경사지에서 발생하였

다. 이 결과로 홍릉수목원 내에서 곤파스로 인해 발생한

풍도목의 발생 인자 중 경사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조사대상 75그루의 풍도목 중, 침

엽수가 34그루로 45.3%를 차지했고, 활엽수가 41그루로

54.7%를 차지하였다(Figure 9(b)). 하지만 풍도목의 임상

별 발생 위치를 살펴보면, 서쪽에 위치한 침엽수림과 혼

효림에서 주로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 론

본 연구는 홍릉수목원 내에서 발생한 75그루의 풍도목

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바람에 쓰러진 나무, 기울어진

나무, 수간이 부러진 나무로 구분하여 그 특징을 분석하

였다. 바람에 쓰러진 나무, 기울어진 나무, 수간이 부러진

나무의 수고, 수관폭(장축), DBH를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

한 결과, 바람에 쓰러진 나무와 수간이 부러진 나무의 수

고는 기울어진 나무에 비해 높았으며, 수관폭과 DBH는

부러진 나무가 바람에 쓰러진 나무와 기울어진 나무보다

컸다. 바람에 쓰러진 나무와 기울어진 나무를 직접비교하

면 수관폭과 DBH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바람에 쓰러진

나무의 수고가 평균 1.2m 높았다. 수간이 부러진 나무의

경우에 수관폭과 DBH가 바람에 쓰러진 나무와 기울어진

나무보다 많이 컸다. 수간이 부러진 위치와 수고의 관계

를 분석한 결과 수고가 높을수록 수간이 부러진 위치는

낮아지는 특징이 있었다. 이는 수고가 높아질수록 바람을

견딜 수 있는 한계점이 점점 낮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사

료된다. 또한, 활엽수의 뿌리 너비와 전단면 크기가 침엽

수보다 크기 때문에 지하부에서 수목을 지지하는 힘은 활

엽수가 침엽수보다 강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풍도목

이 발생할 경우 뿌리너비가 넓은 활엽수의 피해면적이 침

엽수보다 크다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곤파스의 피해를 받은 2010년 9월 2일과 강풍주의보가

발효되었던 과거 5일의 평균풍속을 비교 분석한 결과, 2010

년 9월 2일의 평균풍속 차이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5일

의 평균풍속 차이와 비슷한 값을 보였다. 하지만 바람의

파동횟수를 조사한 결과 2010년 9월 2일의 파동 횟수는

다른 날에 비해 0.5~1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풍도

목 발생원인이 바람의 세기보다는 단위시간당 바람파동

횟수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사료된다. 강풍주의보가 발효

된 5일은 2~4월, 10월로 건조한 기후를 보이는 봄 또는 가

을철이었으나, 풍도목이 발생한 당일인 2010년 9월 2일은

7월과 8월 총 62일 중 56일 동안 총 421.8 mm의 강우량

을 기록하였다. 이처럼 곤파스 발생 전 장기간 연속적으

로 내린 강우에 의해 토양의 응집력이 약해진 것도 풍도

목이 발생한 원인 중의 하나라고 사료되며, 추후 풍도목

발생에 대한 강우와 토양 및 토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

어야 할 것이다.

2010년 9월 2일의 임내·외 풍향을 분석한 결과 임내

평균풍향은 방위각 112.5~180°(ESE-SE-SSE-S) 방향과

225~247.5°(SW-WSW) 방향에서 불어 들어왔으며, 임외

평균풍향은 방위각 180°(S) 방향 및 225~247.5°(SW-

WSW) 방향에서 불어 들어왔다. 임내·외 순간최대풍향

은 모두 방위각 157.5°(SSE) 방향에서 강하게 불어 들어

왔다. 풍도목의 74.7%가 방위각 270~0°(W-WNW-NW-

NNW-N) 방향으로 쓰러졌다. 75그루의 풍도목 중 97.3%

가 20° 이하의 완경사지와 경사지에서 발생하였다. 풍도

목 대부분이 경사방향보다는 바람이 불어나가는 방향으

로 쓰러지는 특징을 보였다. 풍도목 중 침엽수가 34그루

로 45.3%를 차지했고 활엽수가 41그루로 54.7%를 차지하

였으나, 임상별 풍도목 발생 위치를 보면 침엽수림과 혼

효림에서 주로 발생했다. 따라서 앞으로 강풍 피해가 발

생하는 지역에 조림을 할 경우에는 바람이 불어오는 쪽의

토심이 비교적 깊은 곳에 활엽수림을 조성하고, 그 뒤로

침엽수림이나 혼효림을 조성하면 바람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풍도목의 특징, 풍도목과 풍속 및 풍

향과의 관계, 풍도목 발생지점의 특징, 풍도목의 발생원인

을 구명하는 것이다. 하지만 자동기상관측장비가 임내와

임외에 각각 한 곳에만 설치되어 있어 전체를 대표하기

어려웠으며 풍속과 풍향, 임상과 경사 등 조사 인자가 단

조롭다는 한계성이 있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풍도목의 주

요 발생인자인 바람뿐만 아니라 강우, 지형, 경사, 토양,

수령, 임분 밀도, 근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직 체계적인 풍도목 연구가 진행되

지 않고 있지 않으므로, 연구대상지역을 홍릉수목원에 한

정시키지 않고 풍도목 피해 다발지역에 광범위하게 적용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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