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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풍속의 파워 스펙트럴 밀도에 관한 평가

Estimation on the Power Spectral Densities of Daily Instantaneous Maxi-
mum Fluctuation Wind Velocity

오종섭*

Jong Seop Oh*

요 약 시공간적으로 불규칙하게 작용하는 변동 풍속 난류의 자료는 풍공학적으로 돌풍계수·평균풍속·변동 풍하중등의 계산

에서 요구되지만, 내풍 및 사용성에 따른 동적응답의 평가에서는 변동 풍속의 파워 스펙트럴 밀도함수가 요구된다. 본 논문

에서는 1987-2016.12.1일까지의 일순간최대풍속 자료를 확률과정으로 가정했고, 이 실측된 자료와 확률이론을 근거로 평균

류방향 파워 스펙트럴 밀도 함수에 대한 기초적 자료를 얻고자 대표지점(6개 지점)을 선정했다. 선정된 각 지점에 대한 일순

간최대풍속자료는 기상청으로부터 획득했다. 해석결과 본 논문에서 평가된 스펙트럼 모델은 저진동수 영역에서는 Solari, 고

진동수 영역에서는 von Karman의 모델과 근접한 현상을 나타냈다. 

핵심용어 일순간최대풍속, 콜모고로프 상수, 에너지 소산비, 관성 소영역, 스펙트럴 밀도 

ABSTRACT Wind turbulence data is required for engineering calculations of gust speeds, mean and fluctuating loading.

Spectral densities are required as input data for methods used in assessing dynamic response. This study is concerned with

the estimation of daily instantaneous maximum wind velocity in the meteorological major cities (selected each 6 points)

during the yearly 1987-2016.12.1.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esent the power spectral densities of the daily instan-

taneous maximum wind velocity. In the processes of analysis, used observations data obtained at Korea Meteorological

Adminstration(KMA), it is assumed as a random processes. From the analysis results, in the paper estimated power spec-

tral densities function(Blunt model) shows a very closed with von Karman and Solari’s spectrum models. 

KEYWORDS Instantaneous wind velocity, Komogorov constant, Energy dissipation, Inertial subrange, Spectral densities

1. 서 론

시공간적으로 불규칙하게 작용하는 변동 풍속 난류의

자료는 풍공학적으로 돌풍계수 · 평균풍속 · 변동 풍하중등

의 계산에서 요구되지만, 내풍 및 사용성에 따른 동적응답

의 평가에서는 변동 풍속의 파워 스펙트럴 밀도함수가 요

구된다. 이러한 난류유동의 이론은 Tayler(1936)의 등방선

이론과 Komogorov(1941a,b)가 두 지점에서 난류속도 차이

의 자승평균을 두 지점 사이의 거리와 난류구조의 미세 특

성 모수를 함수로 해서 비교적 간단한 난류 에너지 스펙트

럼 모델에 관한 콜모고로프의 상사성 가설(similarity

hypothesis)을 제안 했다. 이 후 난류 모델은 기상학적 및 풍

공학적 관점에 따라 발전되어 왔다. Von Karman(1948)은

콜모고로프 가설과, 테일러 등방성 이론, 풍동실험을 통해

관성소영역에서의 풍균류방향 풍속 스펙트럴 밀도을 제안

했고, 이 모델의 유형은 스펙트럴 밀도의 세 조건을 잘 만

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현재에도 일부 나라의 기준 등

에 이용되고 있다. 이 후 구조물의 응답과 관련한 풍공학에

서 일부는 가변성이 많은 저진동수영역을 취급했지만, 주

로 고층건물의 고유진동수에 속하는 난류에 의한 에너지

의 생산과 소산 없이 전달만하는 관성소영역의 고진동수

영역의 난류모델 및 특성에 관한 풍동실험·해석적 연구들

이 Davenport(1961), Kaimal(1972, 1973, 1976, 1978), Simiu

(1974, 1996), Harris(1970), Kareem (1985), Solari(1987) 등등에 의

해 진행되었다. 또한 Fichtl(1970), Businger(1971), Dyer(1974),

Schotz(1979), Teunissen(1980), Olesen (1984), Tieleman(1995),

Li(2012, 2015) 등의 일부 연구가들은 기후 관련 난류를 실

측한 풍속자료로부터 보다 일반화된 난류 모델 및 파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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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값들을 제안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구조기준에서는

Von Karman의 변동풍속 스펙트럴 밀도를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변동풍속

자료에 의한 스펙트럴 밀도(스펙트럼)에 관한 함수를 획득

하고, 이를 근거로 스펙트럴 밀도을 평가하고자 최근 1987-

2016.12.1일까지의 일순간최대풍속을 확률과정으로 가정

했고, 이를 평가하기 위한 대표지점으로 대관령·인천·청주·

울릉도·여수·제주를 선정했다. 선정된 지점에 대한 일순간

최대풍속자료는 기상청으로부터 획득했다. 

2. 일순간최대풍속의 시간이력

 본 논문에서 스펙트럴 밀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이용된

각 지점의 일순간최대풍속자료에 대한 확률과정의 랜덤

시그널 표본 수는 10,928개이다. 각 확률과정의 시간이력을

10분으로 가정할 경우 진동수는 0.055 Hz가 된다. 그림 1에

서는 각 지점의 30년 동안 일순간최대풍속의 시간이력을

나타내고 있다.

3. 일순간최대풍속의 난류특성 평가

3.1 난류성분의 파라미터

각 지점의 30년 동안 풍속자료를 확률과정으로 가정한

변동풍속 시간이력에 대한 난류강도(Iu), 조도장(zo), 마찰

속도(u
*
), 난류강도계수(βu), 난류평균적 크기(Lu

x)의 평가

를 위해 다음의 식들을 이용했다.

(1)

(2)

(3)

(4)

(5)

Iu σu/U=

zo exp z( )ln 1/I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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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ig. 1. Time-history of Daily Instantaneous Maximum Wind Velo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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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z: 지표면에서의 높이, k: 본 칼만 상수. 식 (2)은

Binglan(2011), 식 (4), (5)는 Solari(1987,1993)에 의해 제안

되었고, 그림 1에 나타낸 각 지점의 변동풍속에 대한 최

대풍속(U
max

), 평균풍속(U), 표준편차(σu)와 식 (1)-(5)의

평과 결과는 표 1에서 나타내고 있다. 표 1로부터 변동풍

속의 유동에서 층류와의 차이를 나타내는 난류강도는 대

관령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고, 난류유동에서 에너지 생산

의 척도를 나타내는 난류의 평균적 크기는 여수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표 1에 나타낸 난류성분의 파라미터들

은 본 논문의 스펙트럴 밀도의 평가에 이용된다. 

3.2 평균류방향 변동풍속 스펙트럴 밀도

시공간에 따라 불규칙하게 변화하는 변동풍속은 서로

다른 크기와 진동수를 가지는 많은 와류의 난류유동인데,

이러한 난류유동에 대한 스펙트럴 밀도(스펙트럼)는 난류

유동에서의 총 에너지 분포에 대한 각 진동수의 기여 정도

를 나타낸다. 이와 같은 난류유동의 에너지 스펙트럴 밀도

는 진동수를 세 영역으로 나누어 고려하는데, 에너지를 생

산하는 저진동수 영역 · 에너지의 생산과 소산 없이 전달만

하는 관성 소영역(콜모코로프 제2가설) · 에너지가 소산(콜

모코로프 제1가설, 외적 영향 없고, 내적 요인 존재)되는 고

진동수 영역으로 구분하여 나타낸다. 이러한 콜모코로프

가설과 차원해석을 고려한 관성 소영역에서의 스펙트럴

밀도 함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있다. Lulmey(1964),

Simiu & Scanlan(1996).

(6)

여기서 au: 콜모고로프 상수, ε: 에너지 소산비, K: 주파수.

식(6)의 K와 ε를 각각 테일러 등방선 가설(각 수평·직각·

수직성분의 )의한 파수와 정규화된 소산비로

나타내면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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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u
*
 마찰속도. 식 (6), (7), (8)로부터 난류유동의 에너지

스펙트럼(스펙트럴 밀도)은

(9)

이 되고, 여기서 Au: 무차원 모수, f: Monin(Monin 1962)

좌표 또는 무차원 환산 진동수라 하며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  (10)

중립 대기의 경우 φ
ε
= 1, au= 0.5, k = 0.4로부터 식 (9)은

(11)

이 된다. 식 (11)은 공학적 실험을 통해 f > 0.2의 고유진동

수 영역에서 잘 적합하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으며, von

Karman(1948)은 식 (11)과 풍동실험 자료를 이용해 다음

과 같이 정규화된 평균류방향의 변동풍속 스펙트럴 밀도

Su(z,n)를 제안했다. 

(12)

(13)

식 (12), (13)에서 βu: 무차원 상수계수 또는 난류강도계수

이다. 이후 현재 이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스펙트럴 밀도

모델들은 (11)과 (12)식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βu, Lu
x, 실험

자료, 가정, 해석적 결과로부터 수정 제안되고 있으며, 대

표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스펙트럴 밀도는 표 2에서 나타

내고 있다. 

또한 예외적으로 Simiu(1974)는 진동수 영역을 0 ≤ f ≤ fm,

fm ≤ f ≤ fs, fs ≤ f로 구분해서 나타냈고, Fichtl & McVehil(1970)

은 실측한 50개 모집단의 변동풍속자료를 이용한 연구에

서 fm을 이용해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14)

 

여기서 fm: 최대 스펙트럼 위치에서의 진동수, Cu: 스펙트

S K( ) auε
2/3

K
5/3–

=

u2 v2 w2= =

n
uK

2π
-------=

φε
dissipation

prouction
--------------------------

εkz

u*

3
-------= =

u

nSu z n,( )

u*

2φε
2/3

-------------------- Au f
 2/3–

=

Au

au

2πK( )2/3
--------------------=  f

nz

u z( )
---------=

nSu z n,( )

u*

2
-------------------- Au f

 2/3–
0.26f

2/3–
= =

nSu z n,( )

u*

2
-------------------- 4βu

nLu

x

u
--------/ 1 70.8

nLu

x

u
--------
⎝ ⎠
⎛ ⎞

2

+

5/6

=

σu

2
βuu*

2
=

nSu z n,( )

βuu*

2
--------------------

Cu f/fm

1 1.5 f/fm( )α+[ ]
5/3α

-------------------------------------------=

Table 1. Turbulence characteristics of each data

U
max U σu Iu zo u* βu Lu

x

Daegwallyeong 42.2 11.88 5.56 0.47 1.43 2.23 4.91 32.77

 Incheon 32.8 9.170 3.56 0.39 0.77 1.43 5.19 32.12

 Ulleungdo 52.4 13.48 5.73 0.43 0.98 2.32 5.06 30.83

 Cheongju 32.0 7.250 2.77 0.38 0.72 1.10 5.23 32.49

 Yeosu 49.2 11.96 4.94 0.41 1.48 1.96 4.90 41.44

 Jeju 60.0 10.64 4.48 0.42 0.92 1.78 5.09 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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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의 전체 크기를 나타내는 파라미터다. 표 2에서 대부분의

모델들은 저진동수 영역의 영향을 1로 기준화 했지만 Teunissen

(1980)은 저진동수 영역에서의 에너지 변화 성을 고려하여 나

타내고 있다. Olesen(1984)은 식 (14)을 이용해 “Blunt(식 (15))”와

“Pointed(식 (16))”의 두 모델을 포함한 일반화된 형태의 스펙

트럴 밀도 식 (18)을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15)

 

(16)

 

(17)

 

(18)

이 후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한 풍속자료를 이용하여

식 (18)의 파라미터들을 평가하고 있으며, 식 (15)-(18)의

A, B, C, α, β, γ는 무차원상수이며 일반적으로 대기의 조

건들과 관계되고, 적정한 조건이나 가정, 실측된 풍속자

료에 의해 구해진다. 대표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표 2의

변동풍속의 스펙트럼 모델들은 식(15)-(18)의 형태 중 하

나임을 알 수 있다. 그림 3에서는 6개의 상수들이 스펙트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A(15~45), B(20~80), C(0.4~1.6),

α(0.5~2.9), β(0.4~1.6), γ (0.4~1.6)를 각각 평가계수 간격의

값과 나머지는 중앙값을 고정해 얻어진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2에서 가로축은 진동수(Hz), 세로축은 nSu(z,n)/σu
2을 나

타내고, 그림 2의 결과로부터 A: 총 에너지의 변화, B: 고진

동수영역의 에너지 분포 조절, C: 저진동수영역의 에너지

분포 조절, γ = r: 저진동수 영역 기울기 조절, α = a· β = b·

γ = r: 고진동수영역 기울기 조절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물리적 의미에서 6개 상수들이 난류 에너지 분포를 조절하는

역할에 따라 기능적으로 분류하면 4개의 A, B, C, α로 보다

단순화된 스펙트럴 밀도 모델로 나타낼 수 있다.

3.3 스펙트럴 밀도 모델링의 기준

식 (14)와 진동수의 증감조건( f 0, )을 만족하는 γ =1,

αβ =5/3, α ≥ 1(dSu(z,n)/dn→0|n→0
)으로부터 식 (18)은 그림 2

nSu z n,( )

u*

2
--------------------

Af
 

1 Bf
 

+( )
5/3

------------------------=

nSu z n,( )

u*

2
--------------------

Af
 

1 Bf
 5/3

+
--------------------=

nSu z n,( )

u*

2
--------------------

Af
 

1 Bf
 2

+( )
5/6

--------------------------=

nSu z n,( )

u*

2
--------------------

Af
 γ

C Bf
 α

+( )
β

------------------------=

f
∞ 7≈

Table 2. Widely used spectral density models

Proposed by nSu (z; n)/u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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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ris(1970) 4x/(1+x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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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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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unissen(1980) 105f/(0.44+33f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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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lari(1987) 2.21βu
2.5f/(1+331βu

1.5f )5/3

Tieleman(1995)
20.53βu f/(1+475.1f 5/3)

40.42βu f/(1+60.62f )5/3

Solari(1993, 2001) 6.868βux1/(1+10.3x
1
)5/3

note: x = nL/
10

, L = 1200, 1800 m, x
1
= nLu

x / (z)u u

Fig. 2. Physical meaning of parameters in spectral density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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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고려했던 4개 상수만을 이용해 이론적으로 단순화하

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9)

식 (9)의 이론적 고려와 일반화 모델 식 (19)의 등가관계

로부터 스펙트럴 밀도 모델링 기준의 조건식들은 표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Teunissen(1980), Olesen(1984), Tieleman(1995),

Li(2012).

식 (19)의 경우 3.2절에서 나타낸 것과 같이 C는 저진동

수영역에서의 에너지 분포를 조절하는데, 이 영역은 대기

의 안정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Kaimal(1972)이 Kansas실험자료를 이용하여

제시한 무차원 소산함수를 C로 가정하고 있는 다수의 논

문에 따라, 본 논문에서도 이를 적용했으며, 식 (20)과 같이

나타내고 있다. 

 (20)

식 (20)에서 L은 Monin-Obukhov(1954)가 식 (21)으로 제

안했으며, L은 대기의 안정(L> 1), 중립(L= 0), 불안정(L< 0)의

척도로 이용되고 있으며

(21)

여기서 g: 중력가속도, T: 절대온도, zg: , Cp: 일정압

력에서 비열, q: 와의 열 유동을 나타낸다. 이 후 L은 Monin-

Obukhov 함수 z/L로 나타내고 있으며,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대기의 조건에 따라 다양한 함수로 제안되고 있다.

Richardson수는 대기의 전단유동과 부력의 관계를 나타내

는데, Fichtl (1970)는 Richardson수와 Monin-Obukhov함수

z/L를 다음 식 (22)-(24)으로 제안했다.

(22)

Ri < 0 (23)

z/L = Ri/(1-5Ri) Ri > 0 (24)

표 3의 조건으로부터 α = 1(Blunt model), α = 5/3(Pointed

model)대한 식 (19)의 A, B는 다음과 같이 유도된다. 

 

(25)

(26)

 

(27)

(28)

식 (25)-(28)의 파라미터(Gm, βu, Au, C, Ab, Bb, Ap, Bp) 값들

은 위의 식들과 기상청으로부터 획득한 각 지점의 일순간

최대풍속 자료로부터 얻어지며, 본 논문의 해석 결과는 표

4에서 나타내고 있으며, 표4에서 대기의 불안정성을 평가

하는 z/L의 경우 Au는 중립대기의 경우 콜모고로프 상수

(αu= 0.5)와 본 칼만 상수(k = 0.4)로 Au= 0.26로 가정하나,

본 논문에서는 일순간최대풍속자료와 식 (11)을 이용한 평

가결과를 나타났다. 

30년 동안의 일순간최대풍속의 실측자료를 확률과정으

로 가정한 스펙틀럴 밀도의 함수들 평가 결과는 표 4에서

나타내고 있다. 표4에서 나타낸 각 지점 Ab, Bb, Ap, Bp, C에

의한 정규화된 스펙트럴 밀도와 von Karmam 및 Solari에

nSu z n,( )

u*

2
--------------------

Af
 

C Bf
 α

+( )
5/3α

------------------------------=

C 1 0.5
z

L
---
⎝ ⎠
⎛ ⎞

2/3

+⎝ ⎠
⎛ ⎞

3/2

    2–
z

L
--- 0≤ ≤=

 1 2.5
z

L
---
⎝ ⎠
⎛ ⎞

3/5

+⎝ ⎠
⎛ ⎞

3/2

   0
z

L
--- 2≤ ≤=

L
u*

3

k
q

To

-----
⎝ ⎠
⎛ ⎞ q

cpρ
--------
⎝ ⎠
⎛ ⎞

---------------------------=

z1z2

Ri zg( ) g

T zg( )
------------

T z2( ) T z1( )–

zg z2/z1( )ln
-----------------------------

g

Cp

------+
U z2( ) U z1( )–

zg z2/z1( )ln
-------------------------------

2–

=

z/L Ri=

Bb

Su/u*( )2

1.5Au

------------------
⎝ ⎠
⎛ ⎞

1.5
3.07Gmβ u

6/5
C

2/3

Au

3/5
------------------------------------
⎝ ⎠
⎜ ⎟
⎛ ⎞

5/2

= =

Ab AuBb

5/3
=

Bb

Su/u*( )2

1.967Au

-------------------
⎝ ⎠
⎛ ⎞

2.5
1.95Gmβu

6/5
C

2/5

Au

3/5
------------------------------------
⎝ ⎠
⎜ ⎟
⎛ ⎞

2.5

= =

Ap AuBp=

Table 3. Spectral density modeling criteria

Criterion  Equation

Inertial subrange slope a) 

Inertial subrange Sd variation b) A/Bβ= Au = 0.26

Low frequency Sd value c) Sl (z, n) = (Af γ)/Cβ

non-dimensional constant d) Au = Aβu
2/B5/3α

Maximum value at fm e) Gm = =

Integral of Sd f) 

Integral of Eq. (19) g) 

Frequency zero h)  

note: Sd=Spectral density, Γ: Gamma function

γ αβ– 2/3–=

nSu z n,( )

σ u

2
--------------------

0.32571/αA

B
1/α

C
2/3α

--------------------------

Su z n,( )/σu

2
nd

0

∞

∫ 1=

σ u

2

u*

2
-----

AB
/α–
C

2/3α–
Γ 1/α( )Γ 2/3α( )

αΓ 5/3α( )
-----------------------------------------------------------------=

Su z 0,( ) 4σu

2
Lu

x
/U( ) A 4C

β
=,=

Table 4. Turbulence characteristics and Spectral parameters (Ab, Bb, Ap, Bp) of each data

zm Tz
m

 
oC Ri z/L C Au Gm Ab Bb Ap Bp

 Daegwallyeong 1.8 -4.3 0.02 0.02 1.38 0.39 0.42 159.70 35.49 75.09 194.62

 Incheon 1.5 8.8 0.04 0.05 1.68 0.33 0.44 187.42 44.62 94.42 285.11

 Ulleungdo 1.8 11.6 0.02 0.02 1.38 0.42 0.41 144.78 31.34 66.31 158.18

 Cheongju 1.5 9.5 0.07 0.11 2.15 0.29 0.47 218.60 53.32 112.82 383.56

 Yeosu 1.5 12.2 0.06 0.09 2.00 0.39 0.42 158.68 35.26 74.61 192.55

 Jeju 1.5 16.9 0.13 0.37 3.66 0.36 0.43 168.95 39.29 83.14 230.60

z
1
= 10 m, zg = 20 m, z

2
= 40 m, Cp = 240 cal/kg degree, Tz

m
 
oC (2016.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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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제안된 모델과의 비교는 그림 3에서 나타내고 있다.

그림 3으로부터 일반적으로 Pointed 모델은 바다에서 적정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본 논문에서 평가된 각 지점의

Pointed 모델은 저진동수 영역에서는 과대평가되지만 고층

구조물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고진동수 영역에서 크게 과

대평가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지표면 조도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는 내륙에 적합한 Blunt 모델의 경우 각 지점 일순간

최대풍속의 특성에 따라 스펙트럴 밀도 형태를 나타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기존의 von Karmam 및 Solari 모델의

유형과 기울기에 있어 유사하게 나타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Blunt 모델에서 대관령·인천 ·울릉도·여수의 난류

에너지 생산(저진동수) 및 소산(고진동수) 영역은 기존 두

모델 사이에 존재하고, 피크 영역에서 기존 두 모델보다 적

게 나타나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난류 에너지 분포가 모든

진동수 영역에서 가장 적게 나타난 제주는 지표면 조도의

영향이 가장 적은 해풍에 의한 결과로 생각된다. 따라서 그

림 3의 결과로부터 각 지점의 최대·최소·평균의 비교분석

을 통해 평균류방향 변동풍속 스펙트럴 밀도의 Blunt 모델

을 다음의 식 (29)과 같이 본 논문에서 추정 평가되었다.

Blunt model(proposed): (29)

 

그림 4에서는 본 논문에서 추정 평가된 Blunt 모델의 파

워 스펙트럴 밀도 식 (29)와 기존의 von Karman 및 Solari의

스펙트럴밀도을 비교해 나타내고 있다. 본 논문의 추정 모

델은 에너지 생산의 저진동수 영역에서는 Solari 스펙트럼

에 근접하고, 관성 소영역이나 고진동수 영역에서는 von

Karman의 모델에 근접하지만, 스펙트럼의 최대치는 기존

두 모델 보다는 과소평가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시공

간에 따라 불규칙하게 변동하는 난류유동은 여러 조건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기 때문에 기존의 스펙트럴 밀도와 일

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러한 원리에 의해 진동수 영역

nSu z n,( )

σ u

2
--------------------

22.5f

1.4 35.3f +( )5/3
------------------------------------=

Fig. 3. Estimated spectral density models of each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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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유형과 기울기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1987-2016.12.1일까지 30년 동안 일순간

최대풍속 자료를 확률과정으로 가정해 이로부터 스펙트럴

밀도의 평가와 모델 추정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일순

간최대풍속 자료는 기상청으로부터 획득했으며, 대관령·

인천·울릉도·청주·여수·제주를 대표지점으로 선정했다.

난류이론과 기상청의 실측자료를 해석한 결과분석으로

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30년의 풍속자료를 이용한 난류이론의 해석으로부터

평균류방향 스펙트럴 밀도로 Blunt 및 Pointed 모델의 유도

와 기존의 von Karman과 Solari 모델과 평가 비교분석한 결

과 Pointed 모델은 기존 모델보다 저진동수 영역에서는 과

도하게 평가되었으나 고진동수영역에서는 매우 과도하게

평가되었다. 

(2) 평가된 Blunt 모델들은 스펙트럴 밀도의 형태와 진동

수 영역 별로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지만 스펙트럴 밀도의

최고치는 기존 모델보다 과소평가된 사실을 확인했다. 

(3) 그림 3(a)의 Blunt 모델에 대한 각 지점의 최대·최소·

평균의 비교분석을 통해 스펙트럴 밀도를 식 (29)과 같이

얻었고, 그림 4로부터 본논문에서 추정 평가된 스펙트럴

밀도 모델이 기존 모델과 매우 유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4) 본 논문은 시공간에 따라 불규칙하게 변동하는 난류

유동의 스펙트럴 밀도 평가에 관한 연구로서 기상청으로

부터 획득한 30년간의 일순간최대풍속 자료를 한정된 6개

지점만을 선정해 진행했지만 보다 다양한 조건과 더 많은

앙상블 모집단의 평가로부터 스펙트럴 밀도 모델의 선정

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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