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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우리나라 전체 재해의 60%이상은 태풍과 같은 바람재난으로부터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연 재해로부터 구조물

이나 외장재의 안전과 사용성 측면에서의 내풍설계 과정에서는 풍속스펙트럼의 평가가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우리

나라를 통과한 태풍 2003년 매미, 2010년 곰파스, 2012년 템빈의 변동풍속자료로부터 난류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6개의 대

표지점을 여수, 서울, 청주, 원주, 대구, 속초로 선정했다. 선정된 각 지점에 대한 태풍의 변동풍속자료는 기상청으로부터 획

득했다. 기상청으로부터 획득한 변동풍속 자료는 연최대순간풍속과 연최대평균퐁속이 같은 날 발생했기 때문에 각 모집단의 표

본 1440개 중 년최대순간풍속이 속하는 740개 풍속자료를 10분 평균풍속으로 가정하여 난류특성을 비교 검토하였다.

핵심용어 변동풍속, 난류, 확률분포, 대기, 스펙트럼

ABSTRACT This study is concerned with the estimation of fluctuation wind velocity spectrum and turbulence characteristics in

the major cities reflecting the recent meteorological with typhoon wind velocity about 2003 (Maemi)·2010 (Kompasu)·

2012 (Tembi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esent spectral analysis for longitudinal component fluctuating velocity. In the

processes of analysis, the longitudinal velocity spectrums are compared widely used spectrum models with horizontal wind

velocity observations data obtained at Korea Meteorological Adminstration (KMA) and properties of the atmospheric air for

typhoon fluctuating wind data are estimated to parameters with turbulency intensity, shear velocity and roughness length.

KEYWORDS Fluctuating wind velocity, Turbulence, Probability distribution, Atmospheric, Spectrum

1. 서 론

우리나라 전체 재해의 60%이상은 태풍과 같은 바람재난

으로부터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연 재해로부터 구조

물이나 외장재의 안전과 사용성 측면에서의 내풍설계 과

정에서는 풍속스펙트럼의 평가가 요구된다. 

태풍과 같이 시간과 공간적으로 불규칙하게 작용하는

난류유동에 관한 이론은 1936년 테일러의 등방선 이론과

1941년 콜모고로프가 두 지점에서 난류속도 차이의 자승

평균을 두 지점 사이의 거리와 난류구조의 미세 특성 파라

미터를 함수로 해서 비교적 간단한 난류 에너지 스펙트럼

모델에 관한 콜모고로프의 유사성 가설을 제안 했다. 이후

난류 모델을 기상학적 및 풍공학적 관점에 따라 발전되어

왔다. 1948년 본 칼만은 콜모고로프 가설과, 테일러 등방성

이론, 풍동실험을 통해 관성 소영역에서의 풍균류방향 풍

속 스펙트럼을 제안했고, 이 모델의 유형은 현재에도 세계

여러 나라의 기준 등에 이용되고 있으며, Davenport (1961),

Kaimal (1972, 1973), Simiu (1974), Harris (1970), Kareem

(1985), Solari (1987, 1993, 2001) 등에 의해 제안된 스펙트

럴 모델들이 주로 이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기준에서는

본 칼만의 모델을 이용하고 있다. 최근 태풍과 관련 연구들

이 많이 진행되고 있으며[2-4,6-8,15-16,18-19], 기후 변화

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도 태풍의 직간접 영향 및 강도가 증

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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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한 태풍자료를 근거한 스펙트럼 평가의 필요성이 요구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최근 우리나라를 통과한 태풍

2003년 매미, 2010년 곰파스, 2012년 템빈의 변동풍속자료

로부터 난류의 특성 및 스펙트럼의 평가를 알아보기 위하

여 6개의 대표지점 여수, 서울, 청주, 원주, 대구, 속초로 선

정했다. 선정된 각 지점에 대한 태풍의 변동풍속자료는 기

상청으로부터 획득했다. 기상청으로부터 획득한 변동풍속

자료는 연최대순간풍속과 연최대평균퐁속이 같은 날 발생

했기 때문에 각 모집단의 표본 1440개 중 년최대순간풍속

이 속하는 740개 풍속자료를 10분 평균풍속으로 가정하여

난류특성과 파워스펙트럼을 구해 현재 세계적으로 이용되

고 있는 모델과 비교 검토하였다. 

 2. 풍속자료

2.1 자료 선정

본 논문에서 이용한 태풍의 변동풍속자료는 우리나라를

통과한 매미(2003), 곰파스(2010), 템빈(2012)이며, 총 10개

의 모집단이 이용되었고, 선정된 지점과 년도는 표 1에 나

타냈고, 태풍경로는 그림 1에 나타냈다[1].

변동풍속자료는 연평균최대풍속이 발생한 날의 10분 평

균의 최대치에 대한 원 자료가 아니고, 기상청에서는 그 날

의 1분 평균풍속자료만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각 모집

단의 표본은 1440개를 획득 후, 연최대순간풍속을 포함하

는 740개를 10분의 풍속이력으로 가정했다.

2.2 자료의 균질화

측정된 변동풍속은 지형, 지표면조도, 풍속계 높이 등의

영향에 따른 균질화한 변동풍속은 다음 식을 이용한다.

(1)

 (2)

(1), (2)식에서 h: 풍속계 높이, Z
h
: 경도풍고도, α: C의 고

도분포 지수, α': V(h)의 고도분포 지수를 나타낸다. 본 논

Vc10 Vc h( ) 10/h( )1/α=

Vc10 V h( ) 10/300( )1/α Zg/h( )1/α′=

표 1. 각 지점의 선정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서울 *** ***

청주 *** ***

여수 ***

원주 *** ***

대구 ***

속초 *** ***

그림 1. 2003(매미), 2010(곰파스), 2012(템빈) 태풍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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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해석을 위해 선정한 6개 지점의 풍속계 높이와 지표

면조도는 기상청자료로부터 서울(B,10), 청주(C,10), 여수

(C,10), 원주(C,10), 대구(B,10), 속초(C,10) 조사됐다. 

3. 대기경계층의 난류평가

 

3.1 풍속자료의 시간이력

기상청으로 받은 변동풍속자료는 모두 지상 10 m에서

측정한 자료이며, 그림 2에서는 본 논문에 이용한 각 태풍의

시간이력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2의 (a)로부터 매미의 경우 우리나라 통과 초입에

있는 여수에서 최대풍속을 나타내고 있으며, 내륙을 통과

하면서 지표면 조도장에 의해 변동풍속의 감소를 확인할

수 있다. (b)로부터 곰파스 통과 지점과 가장 가까운 서울

에서 가장 크게, 청주 및 원주에서는 소멸성 변동풍속을 나

타내고 있다. (c)로부터 템빈은 통과 초입을 지나 모두 내

륙의 영역에서 유사한 형태의 변동풍속을 보이고 있다.

3.2 평균풍속 수직분포 및 확율분포

일반적으로 내풍설계시 지표면 조도변화에 따른 평균풍

속의 수직분포는 경험식인 지수법칙이 이용되고 있으며,

식 (3)과 같이 나타내고, 본 논문에서는 지상 10 m 높이에

서 측정된 그림 2의 변동풍속과 식 (3)을 이용하여 수직분

그림 2. 각 태풍의 변동풍속 시간이력

그림 3. 각 태풍의 평균풍속 수직분포. De(대구), Ye(여수), So

(속초), Se(서울), Ch(청주), On(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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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를 추정했다[21].

(3)

식 (3)에서 V
h
, V

10
은 각각 h·10 m 높이에서의 평균풍속을

나타내고, α는 고도분포 지수 이다. 그림 3에서는 각 태풍

의 평균풍속의 수직분포를 나타내고 있고, 그림 4에서는

확률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4의 (a)로부터 매미의 경우 대구 및 속초의 변동풍

속은 주로 2-6(m/s) 영역에서 분포하나 여수의 경우는 높은

풍속이 확대영역에서 분포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모두 비정규분포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b)로부터

곰파스의 경우 주로 2.5-7(m/s) 영역에서 분포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약 비정규분포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c)로부터 템빈의 경우 주로 5-12(m/s) 영역에서 분포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비교적 다른 태풍의 경우보다 정규

분포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3.3 대기난류의 파라미터

본 논문에서 각 태풍의 변동풍속자료를 이용해 난류강

도, 난류강도계수, 조도장, 난류 평균적 크기의 평가는

다음 식들을 이용했다.

(4)

(5)

(6)

 
(7)

(8)

식 (5)은 W. Bingam (2011), 식 (7), (8)은 Solari (1987, 1993)에

Vh V10 h/10( )α=

Iu

σu

U10

--------=

zo exp z( ) 1

Iu

----–ln⎝ ⎠
⎛ ⎞=

u*

uk

z/zo( )ln
------------------=

βu 6 1.1arctag zo( )ln 1.175+[ ]–=

Lu

x
300

z

200
---------⎝ ⎠
⎛ ⎞

0.67 0.05 z
o

( )ln+

=

그림 4. 각 태풍의 확율분포

표 2. 난류특성

난류특성

 지점
σ

u
I
u

z
o

u
*

β
u

L
u

x

매미

대구 5.34 3.82 0.72 2.49 1.54 4.76 35.16

여수 19.1 7.20 0.38 0.72 2.91 5.23 42.34

속초 4.82 3.48 0.72 2.49 1.39 4.76 35.16

곰파스

서울 6.87 2.49 0.36 0.62 0.99 5.33 43.30

청주 4.15 1.50 0.36 0.62 0.60 5.33 43.30

원주 3.88 1.83 0.47 1.19 0.73 4.97 39.27

템빈

서울 7.97 2.44 0.31 0.40 0.99 5.72 46.24

청주 5.76 2.13 0.37 0.67 0.86 5.28 42.80

원주 6.33 1.92 0.30 0.36 0.76 5.83 46.98

속초 9.31 2.64 0.28 0.28 1.04 6.11 48.78

u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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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제안되었고, 위의 식들과 그림 2의 변동풍속자료로

부터 얻어진 난류특성의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로부터 매미의 경우 최대풍속은 여수가 제일 크지만

난류강도 즉 변동풍속의 불규칙성은 대구나 속초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태풍통과의 초입지 보다는 내륙에

서의 조도장의 영향이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곰파

스나 템빔의 난류강도는 유사하게 나타난 사실을 알 수 있

다. 난류의 평균적 크기는 매미보다는 곰파스나 템빈에서

더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난류강도비는 일반적으로 6을

이용하나 각 태풍의 경우 템빈(속초)를 제외한 나머지는 4-

5로 나타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4. 스펙트럼 평가

 

4.1 1차원 변동풍속 스펙트럼

그림 2에 나타낸 변동풍속과 같은 난류유동의 에너지 스

펙트럼은 진동수를 세 영역으로 나누어 고려하는데, 에너

지를 생산하는 저진동수 영역·에너지의 생산과 소산 없이

전달만하는 관성소영역·에너지가 소산되는 고진동수 영역

으로 구분하여 나타낸다. 콜모코로프 가설과 차원해석을

고려한 관성소영역에서의 스펙트럴 밀도 함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17,21].

(9)

여기서 α
u
: 콜모고로프 상수, ε: 에너지 소산비, K: 주파수.

식 (9)을 K와 ε를 각각 테일러 가설에 의한 파수와 정규화

된 소산비로 나타내면

(10)

(11)

이 되고, k: 본 칼만 상수 0.4, : 평균풍속, z: 풍속 측정

위치, u
*
: 공기의 마찰속도. 식 (9), (10), (11)으로부터 난류

에너지 스펙트럼은

 

(12)

이 되고, A
u
: 무차원 모수, f: Monin 좌표 또는 무차원 환산

진동수라 하며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3)

중립 대기의 경우 로부터 식 (12)은

 (14)

이 된다. 식 (14)을 이용한 공학적 실험을 통해 의

고유진동수 영역에서 잘 적합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Von

Karman (1948)은 식 (14)과 풍동실험 자료를 이용해 다음과

같이 평균류방향 변동풍속 스펙트럼을 제안했다.

(15)

 

(16)

식 (15), (16)에서 β
u
: 무차원 상수계수 또는 난류강도계수,

L
u

x : 난류의 적분길이 척도로 난류의 평균적 크기를 나타

낸다. 이 후 현재 이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스펙트럼 모델들은

(14)과 (15)식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β
u
, L

u

x , 실험자료, 해석적

결과로부터 제안되고 있으며, 대표적 스펙트럼들은 표 3에서

나타내고 있다.

4.2 변동풍속 스펙트럼 해석

태풍 매미(2003), 곰파스(2010), 텐빈(2012)이 우리나라를

통과할 때 발생된 변동풍속자료는 기상청으로부터 획득했

으며, 이러한 태풍의 변동풍속 시간이력은 그림 2에서 나타냈고,

본 절에서는 이 6개 지역의 10개 모집단에 대한 FFT(Fast

Fourier Transform) 해석으로부터 정규화된 파워 스펙트럼을

구해 표 3의 대표적 모델인 본 칼만 스펙트럼들과 비교분

석했다.

그림 5에서는 각 태풍 별 파워 스펙트럼을 나타내고 있으

며, 표 4에서는 최대값과 평균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6에서

가로축은 파워 스펙트럼 nS
u
(z,n)/σ

u

2, 세로축은 진동수 n(Hz)을

나타내있고,  변동풍속자료는 검정색, 식 (15)의 본 칼만 모

델은 적색으로 비교해 나타내고 있다. 최대치의 경우 매미가

통과한 경우 서울<대구<여수, 곰파스의 경우 원주<청주<서

S K( ) auε
2/3

K
5/3–

=

n
uK

2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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σ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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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표 3. 대표적 변동풍속 스펙트럼 모델

Proposed by nS
u
 (z;n)/u

*

2

Davenport (1961) 4x2/(1+x2)4/3

Kaimal (1972) 105f/(1+33f )5/3

Simiu (1974) 200f/(1+20 f )5/3

Kareem (1985) 335f/(1+71f )5/3

Solari (1987) 2.21β
u

2.5 f /(1+3.31β
u

1.5 f)5/3

Tieleman (1995) 40.42β
u

f /(1+60.62 f)5/3

Solari (1993, 2001) 6.868β
u

  x
1
/(1+10.3 x

1
)5/3

note: x=nL/ , L=1200, 1800 m, x
1
=nL

u

x / (z)u10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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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템빈의 경우 청주<서울<원주<속초 순으로 나타난 사실

을 확인할 수 있다. 평균화 스펙트럼과의 비교에서 본 칼만

의 스펙트럼만 이용한 것은 표 3에서 나타내고 있는 대표적

스펙트럼들의 유형이 본 칼만의 스펙트럼을 기본으로 풍동

실험 자료나 이론 및 경험을 통해 진동수 영역별 즉 저진동

수 영역, 관성 소영역, 고진동수 영역의 물리적 영향을 고려

해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를 통과한 태풍의 변동풍속에 대한 유형파악에 관한 기초적

연구로서 본 칼만의 스펙트럼을 이용했다. 그림 6으로부터

변동풍속자료에 의한 스펙트럼은 난류유동의 영향이 큰 저

진동수 영역에서 매미(속초), 곰파스(원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본 칼만의 스펙트럼보다는 크게 나타나는 사실

을 확인할 수 있고, 저진동수 영역에서는 전체적으로 본 칼

만의 스펙트럼이 크게 나타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는 본 칼만의 스펙트럼이 풍동실험의 정상불규칙성을 고려

했지만, 실측된 변동풍속은 비정상확률과정 및 지표면 조도

장의 영향으로 인해 고진동수 영역에서의 급격한 에너지 소

실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실측치에 보다 적절한

모델의 선정을 위해서 높이 변화, 방향, 시간, 에너지 분포 등

등 다양한 파라미터와 표 3의 다양한 모델의 비교 검토의 필

요성이 요구된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최근 2003(매미), 2010(곰파스), 2012(템

빈)에 우리나라를 통과한 태풍들의 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태풍이 직접 통과한 지점으로 대구, 여수, 속초, 서울, 청주,

원주를 선정했으며, 선정된 지점에 대한 각 태풍의 변동풍

속자료는 기상청으로부터 획득했다. 획득된 자료는 연평

균최대풍속이 발생한 날의 자료이나, 이 자료들은 1분 평

균의 자료이므로 순간최대풍속을 포함하는 풍속자료 표본

720개를 10분의 평균풍속으로 가정하여 난류의 특성들을

구해 비교분석한 결과 다음의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각 태풍의 시간이력에서 비정상확율과정을 나타냈고,

확률분포에서 매미의 경우 대구 및 속초의 변동풍속은 주

로 2-6(m/s)의 협대역에서 분포하나 여수는 높은 풍속이 확

대역에서 분포하는 사실과 비정규분포성이 확인됐고, 곰

파스의 경우 주로 2.5-7(m/s)의 협대역에서 분포하는 사실

과 비정규분포성을 나타내고 있고, 템빈의 경우 주로 5-12그림 5. 각 태풍의 파워 스펙트럼.

표 4. 파워 스펙트럼 최대 및 평균

De(M) Ye(M) So(M) Se(K) Ch(K) On(K) Se(T) Ch(T) On(T) So(T)

Maxi. 0.87180 2.128871 0.215259 2.104073 1.657968 0.506652 1.66568 1.148054 1.828546 2.50074

Mean 0.02899 0.029209 0.009543 0.074849 0.081216 0.025025 0.10381 0.063829 0.114152 0.0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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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각 태풍과 Von Karman의 파워 스펙트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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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확대역에서 분포하는 사실과 비교적 다른 경우보다

정규분포성으로 나타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 난류특성에서 난류강도의 경우 매미가 통과한 초입의

여수(0.32)보다 내륙의 대구(0.72) 및 속초(0.72)가 약 2배

의 차이가 나타나 지표면조도의 영향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생각되며, 다른 지역과 태풍의 경우 0.3-0.47 나타

났다. 전체적으로 태풍통과의 초입지역(태풍경로)에서는

평균풍속 및 최대풍속이 크게 나타나지만 내륙지역을 통

과 할 때 감소했으나 난류강도는 증가했는데 이는 지표면

조도의 영향이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평균의 조도

장 0.984 m, 전단속도 1.181 m/s, 난류강도비 5.332, 난류평

균적 크기 42.33 m로 나타났다. 

3. 표 4와 그림 5로부터 각 태풍에 의한 파워스펙트럼의

최대값은 매미(대구 0.87, 여수 2.13, 속초 0.22), 곰파스(서

울 2.10, 청주 1.66, 원주 0.51), 템빈(서울 1.67, 청주 1.15,

원주 1.83, 속초 2.50)으로 나타났는데, 최대변동풍속은 매

미 37.8 m/s·곰파스 16 m/s·템빈 17.3 m/s로 나타났지만 전

체적인 파워스펙트럼의 크기는 매미<곰파스<템빈 순으로

나타나 템빈의 에너지 분포가 가장 크게 작용했다는 사실

을 확인할 수 있다. 

4. 각 태풍의 실측된 변동풍속자료에 의한 파워스펙트럼

과 현재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본 칼만 모델과 비교한

그림 6으로부터 매미의 속초와 곰파스의 원주에서는 본 칼

만의 모델이 저진동수 영역 및 고진동수 영역에서 크게 나

타난 사실을 알 수 있다. 나머지 지역의 파워 스펙트럼에서

저진동수 영역에서는 본 칼만의 모델이 적게 고진동수 영

역에서는 크게 나타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본

칼만의 스펙트럼이 풍동실험의 정상불규칙성을 고려했지

만, 실측된 변동풍속은 비정상확률과정 및 지표면 조도장

의 영향으로 인해 고진동수 영역에서의 급격한 에너지 소

실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5. 그림 6에서 각 태풍의 변동풍속자료에 의한 스펙트럼과

이론적 모델의 본 칼만 스펙트럼이 형상적 경향에 차이가

나타는 것은 이론적 모델 보다 FFT해석에 이용된 관측자료가

매우 적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각 태풍 및 연

최대변동풍속에 대한 보다 적절한 파워 스펙트럼 모델의

선정을 위해서는 높이 변화, 방향, 많은 변동풍속자료 등등

다양한 파라미터들의 비교 검토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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