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tmosphere, 20(2), 63-71 June 2010

ⓒ Korean Meteorological Society, 2010 63

1. 서 론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는 인류생존을 위

협하는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에너

지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 교토의

정서와 같은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온실가스 저감에 대

한 부담이 가중되어 산업경제활동을 위한 환경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대체에너지 

개발을 통해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고 온실가스 저감의 

부담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왔다. 

이에 기상청은 국가 에너지 정책에 기여하며, 대체에

너지 중 환경 친화적인 재생에너지인 바람자원을 활용

하고자 풍력자원지도를 개발하였다 (기상청, 2007).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2005)은 풍력발전 부지 선정

을 위한 풍황 조사 연구를 한바 있으나 공간 해상도가 

부족하였다. 김현구 등 (2005a)은 한반도 바람지도 구

축에 관한 연구를 한바 있으며, 수치모델을 사용하여 

10 km×10 km 격자간격의 바람지도를 작성하였다. 이 

바람지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cP기단이 창출하는 겨

울철이 풍황이 좋으며 제주도 지역이 풍력자원이 풍부

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지혜 (2007)는 수치예보 모델

을 이용한 한국의 풍력자원을 평가한 바 계절별로 육

상에서는 봄과 겨울에 가장 높은 값을, 해상에서는 가

을과 겨울에 가장 높은 값을 보였다. 김도우와 변희룡 

(2008)은 2000-2004년 동안의 한반도 풍력자원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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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we derived the wind speed at 50 m and 80 m above sea level from 567 stations over a period of 1 year and 
correlated to measured wind speed at 5 radiosonde sites. From these correlations, we derived and analyzed the spatial dis-
tribution of wind map over Korea based on hourly observational data recorded over a period of 5 years from 2004 to 2008. 
As a results, wind speed is generally high over seashores, mountains, and islands. Mean wind speed over Korea at 50 and 
80 m above sea level for 5 years during 2004 to 2008 seasonally are highest at Spring, and then followed  by Winter, Fall, 
and Summer. In 76 (14%) stations, mean wind speed at 80 m above sea level for 5 years during 2004 to 2008 are greater 
than 5 m s-1. The prevailing winds over Korea at 80 m above sea level for 5 years during 2004 to 2008 are North (44%), 
Northwest (16%), and West (15%). In 99 stations, the % of wind faster than 5 m s-1 was higher than 40%, and in 62 stations, 
the % of wind faster than 5 m s-1 was higher than 50%. In 178 station, the % of prevailing winds was higher than 30%, and 
there are 7 stations which also have wind speeds over 5 m s-1, ranking from highest to lowest, Dongsong, Daegwallyeong, 
Baekun Mt., Hyangrobong Mt., Sorak Mt., Gosan, and Misiryeong 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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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적 분포 특성을 연구한 결과 바람자원은 해안, 섬, 

산맥 등의 고지에 풍부하고 바람은 낮 동안 강하고 밤 

동안 약하다고 하였다. 김현구 등(2005b, 2006)과 최

근 이순환 등 (2009)은 한반도 풍력 자원 지도의 공간 

해상도가 풍력자원 예측 정확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수치연구에서 1 km x 1 km 간격의 바람지도를 계산한 

바 있다. 풍속은 고도에 따라 바뀌고, 또한 풍력 발전을 

위해서는 터빈이 위치하는 고도에서의 풍속을 알아야

한다. 지표면의 풍속으로부터 어느 고도에서의 풍속을 

계산하기 위한 Deacon 식 (wind profile power law)은 

미국 풍력자원지도 작성 등을 포함해 풍력자원 평가 

등에 많이 사용되어져왔다 (Elliot et al., 1986; Peterson 

et al., 1978; Hsu et al., 1994). 

본 연구는 기상청 567개 지상 AWS 관측 지점의 매 

시각 자료와 5개 고층관측 지점의 1년간의 기상관측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상청, 2007)를 바탕으로 2004

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의 풍력 자원지도를 산출하

고 계절 및 공간적인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5년간

의 분석을 통해 특정 연도의 태풍 등 이상기상에 의한 

민감도를 줄이고자 하였고 식생자료를 이용한 지면 거

칠기 정보를 반영하여 정확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2. 자료 및 분석 방법

기상감시 및 예보를 위한 바람관측 고도는 보통 10 m 

고도이나 풍력 자원지도 개발을 위해서는 50 m ~ 80 m 

고도의 바람자료가 필요하다. 따라서 10 m 높이의 바

람자료로부터 50 m와 80 m 고도에서의 바람을 계산

하고 실제 관측된 자료와의 비교가 필요하다. 이를 위

해 2005년 1년간의 기상청 567개 자동기상관측장비 

(Automatic Weather System, AWS) 지점의 10 m 고도

의 풍향, 풍속 매시간 자료와 기상청 고층관측 5개 지

점 (속초, 백령도, 포항, 흑산도, 고산)의 풍향과 풍속의 

시간 자료 (00, 12 UTC)를 사용하였다 (Fig. 1). 2005년 

1년간의 비교 결과를 바탕으로 구한 상관관계 (기상

청, 2007)를 사용하여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의 50 m와 80 m 에서의 567개 지점에서 풍력을 산출

하고 공간적인 특성을 분석하였다.

2.1 50 m와 80 m 풍속 계산

10 m 높이의 바람자료로부터 Deacon 식 (Peterson 

et al., 1978; 대기환경연구회, 2003)을 이용하여 50 m

와 80 m 고도의 풍력을 계산하였다.

(1)

여기서 U, Z는 보정된 고도의 풍속과 고도이며, Ua, Za

는 실측된 풍속계의 풍속과 고도 (10 m) 이다. α는 풍

속분포를 나타내는 지수로 안정화된 난류경계층에서

는 1/7에 수렴하는 값을 가지나 (Weisser and Foxon, 

2003) 주변의 지형이나 높이, 일사조건 등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오차가 적고 비교적 보

정이 용이한 Modified Power Law Model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근사하였다 (DNV/Ris , 2002; 김성주, 

2003;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2005). 

,

(2)

여기서, 는 기하학적인 평균높이 (m)를 

의미하며 Z0는 주변 지형의 거칠기 고도 로 김성주 

(2003)는 0.055 값을 가정하여 사용한 바 있다. 본 연

구에서는 주변 지형의 거칠기 고도를 계산하기 위하여 

Fig. 1. Surface and radiosonde measurement sites (square:
AWS; triangle: Radioson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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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지질조사소 (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 

USGS)의 2008년 1 km 전구 식생자료를 바탕으로 하

여 32개 분류표를 사용하였다. 이 자료는 관측 지점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으나 5년간의 주변 지형의 거칠기 

변화를 반영하지는 못했다.

5개 고층관측 지점에서 관측한 50 m 및 80 m 풍속 

자료와 같은 지점에서 Deacon식을 이용하여 10 m 풍

속 자료로부터 계산한 50 m 및 80 m 풍속 자료 사이의 

선형회귀식을 계산하였다. 자세한 방법은 기상청 (2007)

에 기술되어 있으며 여기서는 간략하게 산출 과정 및 

결과만 소개한다. 50 m 고도에서 실제 관측한 풍속과 

Deacon 식으로 계산한 풍속 사이의 선형회귀식은 다

음과 같으며, 관측값과 계산값 사이의 상관계수는 

0.85로 나타났다 (기상청, 2007).

(관측값) = 0.806×(Deacon계산값) + 1.084         (3)

80 m 고도에서 실제 관측한 풍속과 Deacon 식으로 계

산한 풍속 사이의 선형회귀식은 다음과 같으며, 상관

계수는 0.83으로 나타났다 (기상청, 2007). 

(관측값) = 0.789×(Deacon계산값) + 1.420         (4)

계산 결과 회귀식의 기울기는 0.8에 가까우며, 상관계

수도 0.9를 넘지 않아 좀 더 정확한 관측값과 계산값 

사이의 관계식을 얻기 위하여 관측값과 계산값이 매

우 상이한 경우를 제외한 값들을 이용하여 다시 상관

관계를 구하였다. Fig. 2는 50 m와 80 m 고도에서 

Deacon식으로 계산한 값 (x축)과 관측값 (y축)의 관

계로 관측값과 계산값이 매우 상이한 경우를 식(3)와 

식(4)의 선형회귀식으로부터 ±1σ (표준편차)를 벗어

난 점들을 제거한 뒤 다시 선형회귀식을 계산한 결과

로 표준편차를 벗어나는 값을 제거한 경우 상관계수는 

50 m와 80 m 고도에서 각각 0.90와 0.88로 높아졌다 

(기상청, 2007).

(관측값) = 0.811×(Deacon계산값) + 0.797         (5)

(관측값) = 0.773×(Deacon계산값) + 1.291         (6)

위의 선행 연구된 관계식을 이용하여 나머지 567개 

AWS 관측 자료를 보정하여 풍력 자원지도를 작성하

였다. 이렇게 계산된 바람자료를 사용하여 단순히 바

람의 세기나 방향뿐만 아니라 풍력 발전이 가능한 5 m s-1 

이상 바람의 특성, 주풍향이 차지하는 비율, 주 풍향별 

바람의 세기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계절별, 연별 

바람자원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생산하였다 (Fig. 3). 

연평균  풍속이 크다 하여도 바람의 방향이 수시로 변

하거나 5 m s-1 이상의 바람 비율이 높지 않다면 풍력 

발전에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50m 80m50m 80m

Fig. 2. Correlations between measured and calculated wind speed at radiosonde sites (KMA, 2007).



66 기상정보를 활용한 한반도 풍력자원지도 공간적 분포 특성

3. 결과 및 분석

3.1 평균 분포 (50 m, 80 m) 

전국 567개 AWS 관측 지점에서의 50 m와 80 m 고

도의 연평균 풍속을 이용하여 풍력지도를 작성한 결과 

(Fig. 4), 각각 두 고도에서의 5년간의 평균값을 분석

해 보면 해안, 도서, 고산지대가 높은 풍속을 보였다. 

이는 권지혜 (2007)의 연구 결과와 비슷하나 기상청의 

1년간의 연구 결과보다는 평균적인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50 m와 80 m 고도에서의 연평균 바람은 비슷한 

분포로 두 고도에 따른 풍속은 평균 0.54 m s-1 차이를 

보였다. 가장 강한 바람은 주로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

도 남쪽 해안 지역의 관측 지점에서 나타나며, 동해안 

지역도 평균 5 m s-1 가 넘는 상대적으로 강한 바람이 

평균적으로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바람자원의 활용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두 고

도에서의 계절별 특성을 분석하였다 (Fig. 5). 계절별 

풍속은 봄에 제일 강하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겨

울, 가을에 강하게 나타났고 여름이 가장 약하게 나타

났다. 주로 태백산맥과 해안지대를 중심으로 높은 풍

속을 보였고, 봄, 겨울에 높은 값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연평균 풍속 분포를 봤을 때, 바람이 강하게 나타

난 봄과 겨울동안 50 m 고도와 80 m 고도의 풍속 차이

가 0.55 m s-1 와 0.54 m s-1 로 나타났고, 여름과 가을은 

모두 0.53 m s-1 풍속 차이를 보였다.  Fig. 6은 두 고도

별 계절 평균과 전체 평균을 나타낸 box 그림으로 전

체적인 계절별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겨울철에는 풍

속이 강한 75 ~ 95% 범위가 높으나 전국 중간값은 봄

에 높은 값을 보인다. 

연평균풍속이 강한 상위 10개 지역은 Table 1과 같

다. 바람이 가장 강한 지역은 고산, 미시령, 마라도 등

의 고산지대와 남해안 지역으로 연평균풍속이 8 m s-1

을 넘는다. 이 지역의 높은 연평균 풍속은 겨울철의 높

은 풍속을 보이는 바람의 영향으로 고산의 경우에는 

50 m 고도의 겨울 평균 바람이 10.2 m s-1 정도 나타났

으며, 80 m의 고도에서는 10.5 m s-1의 매우 강한 풍속

Fig. 3. Wind map developing process chart (KMA, 2007).

Fig. 4. Mean wind speed over Korea at 50 m and 80 m above sea level for 5 years during 2004 to 2008 season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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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Mean wind speed over Korea at 50 m and 80 m above sea level for 5 years during 2004 to 2008 season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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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록 되었다. 무등봉, 진도와 백운산 등의 지역에서

는 봄철 풍속이 겨울철 평균 풍속보다 높게 관측되는 

특성을 보인다. 

3.2 80 m 바람 분석

80 m 고도에서의 5년 평균 전국 바람 빈도를 시간 

풍속자료를 이용하여 나타나는 시간의 비율을 계산한 

결과 (Fig. 7), 7 m s-1 이상은 3%, 5 ~ 7 m s-1은 11%를 

나타내어, 5 m s-1 이상은 약 14%를 보였다. 주풍향 분

포를 분석한 결과 북 (44%), 북서 (16%), 서풍 (15%) 

순으로 주풍향은 북서계절풍이 우세풍을 나타내었다 

(Fig. 8). 하지만 이는 전체적인 경향 밖에 알지 못해 

지역별 특성이 무시되므로 관측 지점별로 풍속 구간 

빈도 분포와 주풍향 분석을 하였다. 

관측 지점별로 분석한 결과, Table 2 에 나와 있는 

지역은 80 m 고도에서 가장 강한 평균풍을 나타낸 상

위 10개 관측지점이다. 5 m s-1 이상 바람이 연중 차지

한 비율을 조사한 결과 Table 2에 제시한 연평균풍속 

상위 10개 지점은 모두 비율이 73%를 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5 m s-1 이상 바람이 가장 많이 부는 지역은 

진도, 구덕산, 고산으로 연중 5 m s-1 이상 바람이 83%

를 넘게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시령, 마라도 등 

주로 산악지역과 남해안 지역에서도 높은 값을 보이고 

있다. 연평균풍속이 8.4 m s-1로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

난 고산의 경우 5 m s-1 이상 바람의 비율이 전체의 

83%를 차지하고 주풍향인 북풍계열의 바람은 전체 

33.2%이다. 주풍향인 북풍으로 5 m s-1 이상의 바람이 

30.3% 정도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아 높은 바람이 

지속적으로 부는 비율이 꽤 높아 좋은 풍력자원을 얻

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향로봉이나 백

운산의 경우, 전체 평균 풍속은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

으로 낮지만, 주풍향인 북서풍이 지속되는 비율이 각

각 40.2%와 49.2%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5 m s-1 이상

의 강한 바람이 주풍향으로 부는 비율이 36.2%와 

41.4%로 매우 높게 나타나 고산 등 연평균 풍속이 높

게 나타나는 지역과 비교했을 때 1년 내내 강한 바람이 

지속적으로 탁월하게 불어 매우 좋은 풍력자원을 보유

함을 알 수 있다.

지면 관측 자료가 관측 지점의 평균 지형고도와의 

상관성이 나타나는 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80 m 고도

에서의 풍속과 지면 고도와의 상관분석을 하였다 (Fig. 

9). 해안과 도서 관측소에서는 상관관계를 보이나 내

륙 관측소에서는 상관도가 낮게 나타났다. 김현구 등

(2005b)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해안과 도서 관측소에

서는 상관이 나타나지만 내륙 관측소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Fig. 6. Box plot for the wind speed over Korea at 50 m and
80 m above sea level for 5 years during 2004 to 2008.

Table 1. Mean wind information for stations during 2004 to 2008 at 50 m and 80 m above sea level.

No. Station WS
50 m

WS
80 m

50 m 80 m The 
prevailing

windSpring Summer Fall Winter Spring Summer Fall Winter

185 Gosan 8 8.4 8.1 6 7.5 10.2 8.5 6.5 7.9 10.5 N
554 Misiryeong Mt. 7.9 8.4 8.8 6.2 6.9 9.4 9.3 6.8 7.5 9.9 W
726 Marado 7.9 8.3 7.7 6.4 8.2 9.3 8.1 6.9 8.5 9.6 NW
160 Gudeok Mt. 7.5 8.1 7.4 6.5 7.4 8.8 8 7.2 8 9.4 W
316 Mudungbong Mt. 7.4 7.9 7.8 6.8 7 7.7 8.4 7.4 7.6 8.3 N
798 Hongdo 7.4 7.8 7.4 5.9 6.6 9.6 7.8 6.4 7.1 9.9 N
175 Jindo 7.1 7.7 7.7 6.5 6.6 7.3 8.3 7.1 7.2 7.9 NW
961 Ganyeoam 7.3 7.7 7.4 7 7.4 8.6 7.7 7.3 7.7 8.8 NE
320 Hyangrobong Mt. 7 7.6 7.2 6.4 6.8 7.3 7.8 7.1 7.4 7.9 NW
873 Baekun Mt. 5.1 6.7 7.3 7.2 4.9 6.2 8.4 7.8 5.5 6.8 N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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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풍력자원 평가

풍속 빈도의 수학적 모델 중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

는 Weibull 분포 함수를 이용하여 풍속별 출현 빈도를 

나타내기도 하나, 본 연구에서는 바람 질을 평가하기 

위하여 80 m 고도의 시간 풍속자료를 이용하여 5 m s-1 

이상이 나타나는 시간의 비율을 계산하고 바람장미 

(wind rose)값으로 도출하였다. 모든 바람을 고려한 경

우와 5 m s-1 이상 바람만을 고려한 경우 주풍향의 변

화를 분석하였다. 주풍향 발생빈도는 바람장미 분석을 

통해 구해진 주 풍향 방향으로 부는 바람이 전체 시간 

중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풍력발전이 효율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5 m s-1 이상의 바람이 일정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불어야 하므로 전체바람 중에서 5 m s-1 이

상이면서 주 풍향으로 부는 바람의 비율을 계산하였

다. 풍력발전기 설계 시 참고할 수 있는 바람의 순간 풍

속의 최대값도 조사하였다. 풍력발전을 위해서는 풍속

도 강해야 하지만 강한 바람이 일정한 방향으로 지속

적으로 부는 것이 더 필요하다. 따라서 풍력발전에 효

Fig. 9. Relationships between site elevation and wind speed
at inland and offshore sites.

Fig. 7. Pie chart for the mean wind speed over Korea at 80
m above sea level for 5 years during 2004 to 2008.

Fig. 8. Pie chart for the prevailing winds over Korea at 80
m above sea level for 5 years during 2004 to 2008.

Table 2. Wind information for 10 stations with high wind speed (WS) at 80 m above sea level.

No. Station The mean 
WS (m s-1)

% of WS over
5 m s-1  

The 
prevailing 

wind

% of the 
prevailing 

winds

% of the 
prevailing  winds

over 5 m s-1 

Gust WS over 25 m s-1

No. %

185 Gosan 8.4 83.0 N 33.2 30.3 1816 4.2
554 Misiryeong Mt. 8.4 75.4 W 33.6 30.2 4196 9.7
726 Marado 8.3 82.4 NW 27.1 24.6 1569 3.6
160 Gudeok Mt. 8.1 87.2 W 25.7 23.4 2186 5.0
316 Mudungbong Mt. 7.9 78.1 N 21.8 17.6 810 1.9
798 Hongdo 7.8 73.0 N 28.9 22.8 1269 2.9
175 Jindo 7.7 84.9 NW 27.1 25.3 169 0.4
961 Ganyeoam 7.7 77.4 NE 21.5 18.0 109 1.7
320 Hyangrobong Mt. 7.6 82.0 NW 40.2 36.2 1239 3.3
873 Baekun Mt. 7.3 79.0 NW 49.4 41.4 12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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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적일 것으로 생각되는 5 m s-1 이상의 바람이 주풍향

으로 부는 비율을 조사한 결과 연평균 풍속이 5 m s-1 

이상인 지역은 76개 지점이고, 5 m s-1  이상 비율이 

40% 넘는 지점은 99개, 비율이 50% 이상 되는 곳은 

62개 지점으로 나타났다. 주풍향이 30% 이상인 지역

은 178개인데, 이중 50% 이상인 지역은 가곡, 백운산, 

광릉, 동송, 단성, 적성, 백학, 안좌, 대관령, 마현, 전의, 

원덕 등 12개 지점으로 나타났다 (Table 3). 하지만 동

송과 대관령을 제외하고는 5 m s-1 이상의 바람이 주풍

향으로 부는 바람 빈도 (%)가 15% 이하로 낮게 나타

났다.  

5 m s-1 이상의 바람이 주풍향으로 부는 바람 빈도 

(%)가 30% 이상인 지역은 동송, 대관령, 백운산, 향로

봉, 설악산, 고산, 미시령 순으로 7개 지역인데 그리 많

은 지역이 해당되진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빈도가 

20% 이상인 지역은 41개 지점이다 (Table 4). 동송의 

연평균 풍속은 6.4 m s-1로 그리 높은 풍속을 보이진 않

지만 5 m s-1 이상 바람 빈도가 72.5 %이고 5 m s-1 이

상 바람이 주풍향으로 부는 비율은 48.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났다. 이는 동송이 비록 연평균풍속은 낮

으나 풍력발전에 효율적인 후보지로서의 가치를 보인

다고 할 수 있겠다. 동송 외에도 대관령, 백운산의 경우

도 5 m s-1 이상 바람이 주풍향으로 부는 빈도가 42.9%

와 41.4%로 비교적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4. 결 론
 

본 연구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 동안의 기상

청의 567개 AWS 지점의 매시 바람 관측 자료를 이용

하여 50 m와 80 m 고도에서의 한반도 내 풍력자원의 

공간적 분포를 분석하였다. 보조 자료로써 2005년 1년 

동안의 고층바람 분석 자료가 사용되었다. 속초, 백령

도, 포항, 흑산도 및 제주 고산의 5개 지점의 1년간의 

고층 자료를 사용하여 Deacon식으로부터 계산된 자료

와 비교하여 구한 보정된 식을 사용하여 567개 지점의 

5년간의 관측 자료를 전체적으로 분석함으로서 50 m

와 80 m 고도의 풍속자료의 정확성을 향상시켰다. 

5년간의 풍력자원을 평가한 결과, 연평균 풍속이 5 

Table 3. Sites with more than 50% of the prevailing winds.

No. Station
The mean WS

(m s-1)
% of WS over 

5 m s-1  
The prevailing 

wind
% of the 

prevailing winds
% of the prevailing  
winds over 5 m s-1

647 Gagok 1.4 7.5 N 60.3 0.5
873 Baekun Mt. 3.4 18.5 N 56.7 15
599 Gwangreung 1.9 4.4 N 56.7 1.8
874 Dongsong 6.4 72.5 W 55.6 48.1
916 Danseong 3 14.9 N 55.4 9.1
567 Jeokseong 1.5 1.2 N 55.3 0.2
692 Baekhak 1.5 6.8 N 54.7 0.5
771 Anjwa 4.4 41.4 N 54.6 25
100 Daegwallyeong 5.6 55.3 W 52.7 42.9
323 Mahyeon 3.2 19.1 N 52.3 13.8
629 Jeonui 1.6 3.3 N 51.5 0.5
529 Wondeok 4.2 26.7 N 51.2 13.3

Table 4. Sites with more than 30% of the prevailing winds over 5 m s-1.

No. Station
The mean WS

(m s-1)
% of WS over 

5 m s-1  
The prevailing 

wind
% of the 

prevailing winds
% of the prevailing  
winds over 5 m s-1 

874 Dongsong 6.4 72.5 W 55.6 48.1
100 Daegwallyeong 5.6 55.3 W 52.7 42.9
873 Baekun Mt. 7.3 79 NW 49.4 41.4
320 Hyangrobong Mt. 7.6 82 NW 40.2 36.2
875 Sorak Mt. 6.2 58.9 SW 42.7 30.7
185 Gosan 8.4 83 N 33.2 30.3
554 Misiryeong Mt. 8.4 75.4 W 33.6 30.2



허철운․이용섭․이은정  71

m s-1 이상으로 풍황이 좋은 지점들은 총 76개 지점이

며, 주로 해안, 산악 및 도서 지역들이다. 계절별로는 

봄과 겨울에 연평균 풍속이 높아 바람자원의 활용 가

능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주로 태백산맥 등지의 고산

지대와 남서해안 등의 지역에서 봄과 겨울에 높은 풍

속을 보였다. 80 m 고도의 시간 풍속자료를 분석한 결

과, 풍력발전에 효율적인 바람자원인 5 m s-1 이상의 

바람이 그 지역의 주풍향으로 균일하게 부는 비율이 

30 % 이상으로 높게 존재하는 곳은 동송, 대관령, 백운

산, 향로봉, 설악산, 고산, 미시령 등의 고산지역으로 

나타났다. 5년간 평균적으로 분석했을 때, 이들 지역은 

풍력발전에 활용 가능한 균일한 질 좋은 풍황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풍력발전 단지의 후보지로 고려될 가능

성이 있다. 본 연구는 지난 5년간의 관측치를 토대로 

한반도 바람자원의 공간적 분포 특성을 통계적으로 분

석하였는데, 지형 기복이 심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공간적인 한계점이 있어 향후 관측탑 및 수직풍 측정 

장비 등과의 세밀한 비교 관측과, 해상에서의 풍력자

원 산출을 위한 모델 개발 및 위성자료의 활용 등이 필

요하겠다. 이 연구결과가 경제적이며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큰 풍력자원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사전 기

반연구로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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