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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CEP reanalysis data were analyzed in order to provide distribution of global wind

resource and wind speed in the surface layer for the years 2000-2009. Wind speed at 10 m above

ground level (AGL) was converted to wind speed at 80 m above the ground level using the

power law. The global average 80 m wind speed shows a maximum value of 13 ms
-1

 at the storm

track region. High wind speed over the land exists in Tibet, Mongolia, Central North America,

South Africa, Australia, and Argentina. Wind speed over the ocean increased with a large value

in the South China Sea, Southeast Asia, East Sea of the Korea. Sea surface wind in Western

Europe and Scandinavia are suitable for wind farm with a value of 7-8 ms-1. Areas with great

potential for wind farm are also found in Eastern and Western coastal region of North America.

Sea surface wind in Southern Hemisphere shows larger values in the high latitude of South

America, South Africa and Australia. The distribution of low-resolution reanalysis data

represents general potential areas for wind power and can be used to provide information for

high-resolution wind resource ma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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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미국 기후자료센터 (NCDC) 분석에 따르면 2010년 전

지구 평균 기온은 14.52oC로써 20세기 평균 기온보다

0.62oC 증가하여 기온 관측이 시작된 1880년 이래 최

고를 나타내 지구온난화가 지속되고 있음이 보고되었다

(http://www.ncdc.noaa.gov/sotc/global/2010/13 참조). 지구

온난화의 주 요인은 산업활동에 의한 이산화탄소와 같

은 온실가스이다.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교토의정서 발표

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2년까지 1990년 대비 평균 5.2%,

2020년까지 20% 이상 감축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화석 연료를 대체하는 에너

지 개발이 필요하며, 풍력·태양 에너지와 같은 신재생

에너지가 하나의 해결 수단이 될 수 있다. 신재생 에너

지 중 풍력 발전은 무공해, 무한정의 바람을 이용하며,

기술성숙도가 가장 높고 발전 단가는 가장 낮아 화력

발전에 필적할 만한 경제성을 갖는다 (변재영 등, 2010).

풍력 발전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상세하고 정

확한 풍력 자원에 대한 정보 제공이 우선이다. 풍력 자

원의 공간적 분포를 제공하는 풍력-기상자원지도는 기

상관측 자료 또는 수치모델에 기반한다. 기상 관측 자

료에 기반한 풍력-기상자원지도는 지상의 표준 관측고도

인 지상 10 m 풍속을 이용하여 풍력 발전 고도인 고도

80 m 정도의 풍속으로 변환한다. 그러나 지상 풍속은

지형, 지표 특성에 따라 변동성이 크다. 또한 관측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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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이용하여 내삽하는 풍력-기상자원지도는 풍속의

관측지점에서 풍력 발전 지점까지의 내삽하는 과정에서

공간적 오차를 유발한다.

한편, 수치모델에 의한 풍속 예측은 고해상도의 지

형과 지표이용도 자료를 이용하여 지형과 지표 특성에

의해 변화하는 하층 바람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다.

또한 수치모델의 설계에 따라서 풍력발전 터빈의 고도

50 m, 80 m등의 정밀한 하층 바람이 계산 가능하다. 최

근 미국, 덴마크, 노르웨이, 홍콩 등에서는 중규모 수치

모델을 이용하여 자원지도를 개발하고 있다(Yim et al.,

2007; Byrkjedal and Berge, 2009).

수치모델을 이용한 풍력-기상자원지도 개발은 저해상

도 기상 자료를 초기, 경계 자료로써 입력하여 고해상도

수치모델을 수행하므로 정밀한 고성능의 컴퓨터 기술과

수치모델 운영 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수치 모델을

이용한 풍력-기상자원지도 개발 능력을 가진 국가는

전세계적으로 소수이며 개도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의

풍력-기상자원지도는 선진국에서 개발되어 제공된다.

그러므로, 풍력 발전 사업의 해외 진출시 필요한 풍력

발전의 잠재 가능성 지역은 저해상도 기상 자료를 이

용하여 진단하고 풍력 발전 가능 지역에 대하여 상세

수치모델을 이용하여 풍력-기상자원지도를 개발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한편, 지표층 풍속은 지면 근처의 에어러솔 수송, 지면

토양 침식과 관련된 분석을 위한 자료제공과 대기-해양

또는 대기-지면의 상호 작용 연구에 활용될 수 있다

(Halpern et al., 1994; Yin, 2000). 대기-해양의 상호작용

분석을 위한 열과 수증기 플럭스 계산을 위해서는 지면

풍속이 필요하나, 해양의 풍속 관측은 주로 선박과 위

성에 의존한다. 그러나, 선박 관측은 선박의 위치에 따

라 공간적으로 불균질하며, 위성 관측 또한 시간적으로

균질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균질한 해양의 자료 제공을

위해서는 수치모델 자료의 활용이 필요하다. 대기와 지

면의 상호 작용 분석을 위해서도 열과 수증기 플럭스 분

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면에서 관측되는 하층의 풍속은

지면 근처의 장애물로 인하여 균질한 바람 정보 수집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균일한 지표층 풍속 수집을 위해

서는 수치모델과 재분석 자료가 유용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풍력 발전 가능 지역 진단과

시·공간적으로 균질한 하층 풍속 정보 제공을 위해 전

지구 풍속의 공간 분포를 분석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자료와 풍력 발전 고도로 변환하기 위한 외삽 방법을

설명하고, 3장에서는 전지구 하층 풍력 분포 결과를

제시한다. 4장에서는 결론을 맺었다.

2. 자 료

본 연구에서는 미국 NCEP (National Center for

Environmental Prediction) FNL (Final) 분석 자료를 이용

한다(Kanamitsu et.al, 2002). 이 자료는 수평 해상도 1o

격자 간격과 6시간 간격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지표층

풍속은 고도 10 m 풍속을 제공한다. 지표층 풍속의 분포

는 2000-2009년 까지 10년 기간에 대하여 분석한다.

풍력 발전기 터빈의 고도는 고도 50 m 이상이다. 반면

NCEP 재분석 자료의 지표층 풍속은 고도 10 m이다.

그러므로 10m 높이의 풍속을 발전 고도인 50 m 또는

80 m 풍속으로 보정한다. 일반적으로 대기 경계층 내

에서 풍속의 보정 방법은 다음과 같은 바람 지수식을

이용한다.

(1)

여기서 V는 풍력발전기 높이에서의 풍속, V0는 관측

높이에서의 풍속, h는 풍력발전기 높이, h0는 관측 높이,

α는 표면 거칠기와 관련된 인자이다. 일반적으로 α는
지표면 난류 경계층에서 0.143(= 1/7)의 값을 갖는다

(Weisser and Foxon, 2003). 이 값은 특히 주변의 지형

이나 높이, 일사조건 등 여러 가지 주변 환경요소에

따라 변화한다 (김건훈 등, 2002). 고도에 따른 풍속의

외삽 방법은 지표에서 관측된 풍속을 이용하여 상층의

풍속을 계산하는 단순한 방법이나 식 (1)의 방법은 중립

대기를 가정하였으므로 대기의 안정도 상태에 따라 상

층 풍속의 정확도가 변화할 수 있다. Khan과 Iqbal (2004)

에 따르면 바람 지수식을 이용하여 지표 바람을 외삽할

경우 50 m 고도에서 관측값의 오차는 4% 내외인 것

으로 알려져 있으며, 오차는 복잡한 지형에서 더욱 크게

증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장 오차가 적고 보정이 용이한 아래

관계식에 의해 관측 높이와 보정 높이와의 풍속 관계를

설정하여 고도 80 m에서의 풍속을 구하였다 (김건훈

등, 2002).

α = a + b ln V0 (2)

여기서 계수 a와 b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3)

(4)

여기서, hg는 기하학적 평균 높이(m)로써 풍력 발전

기 높이인 80 m(h)와 NCEP 재분석 자료 지표층 풍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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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인 10 m 높이(h0)를 고려하여 로 표현

한다. Z0는 주변 지형의 거칠기 정도를 나타내는 주변

지형변화 요소를 나타낸다. Z0의 값이 증가하면 주변 지

형의 거칠기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고, Z0 값이 감소하

면 거칠기가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서은경 등, 2009).

지면 거칠기는 지표이용도에 의해 결정되므로 전

지구 1o 간격의 MODIS (Moderate 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 위성 자료로부터 산출된 지표이용

도 자료를 본 연구에서는 이용하였다. Fig. 1은 MODIS

위성자료의 지표이용도에 따른 전 지구 지면 거칠기

분포이다.

3. 결 과

Fig. 2에서는 지상 80 m 고도의 전구 10년 평균 풍속

을 분석하였다. 지상 80 m 고도의 풍속은 북반구 태평양

과 대서양의 스톰트랙(storm track) 지역인 30oN-60oN

에서 8-10 ms
-1

 분포를 보인다. 북반구 육지의 풍속은

해양보다 약하며 육지에서 풍속이 가장 강한 지역은 티

벳, 몽골, 서시베리아와 미국 중부 지역으로써 6-7 ms-1

분포를 보인다. 남반구에서는 중위도 제트 위치인 45oS-

60oS에서 풍속이 10-12 ms-1의 최대값을 기록하는 강한

풍속 분포를 보인다. 남반구의 육지는 남아프리카, 호

h
g

h h
0

⋅=

Fig. 1. Spatial distribution of global surface roughness length (cm).

Fig. 2. Global distribution of wind speed (ms
−1

) extrapolated to 80 m and averaged for the years 2000-2009 with 1
o × 1

o

re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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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내륙, 남아메리카의 아르헨티나에서 풍속이 강하다.

남반구에서는 해양의 풍속이 육지보다 큰 값을 보인다.

적도 근처에 위치한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브라질에서는 4 ms-1 미만의 약한 풍속을 보인다. 육지

에서 풍속이 강한 지역은 Fig. 4-Fig. 9의 대륙별 분포

에서 소개된다.

풍속의 계절 분포를 고도 80 m 풍속에 대하여 조사

하였다(Fig. 3). 전지구적인 풍속의 분포는 대체로 겨울

에 가장 강하며 여름에 약화되는 형태를 보인다. 북반구

에서는 여름과 겨울의 풍속 크기 차이가 크나 남반구

에서는 계절간 차이가 크지 않다. 이러한 이유는 북

반구에서 여름동안 육지의 온도 상승에 의해 육지와

해양의 온도차가 감소한다. 반면, 북반구 겨울동안 육지

의 온도는 해양보다 훨씬 한랭하여 육지와 해양의 풍속

차이가 증가한다. 그러므로, 북반구에서는 넓은 육지와

해양의 분포로 인하여 계절에 따라 풍속의 계절적 차이

가 증가한다. 남반구에서는 해양의 면적이 육지보다 넓

으므로 계절에 따른 풍속의 차이가 크지 않다. 북반구

에서는 겨울철 스톰트랙 위치(북태평양, 북대서양)에서

최대 13 ms-1를 보이고, 티벳과 미국 중부에서는 7 ms-1의

값을 기록한다. 북반구에서 봄은 북태평양과 북대서양에

서 풍속이 강하며 가을에는 알류산 열도 근처의 북태평

양 120
o
W-170

o
W에서 풍속이 증가한다. 남반구 겨울은

최대 14 ms-1의 풍속을 보이나 계절간의 차이는 작으며,

적도 근처 아프리카의 소말리아 해안과 남인도양에서 강

한 풍속을 보이고 있다. 적도 근처의 풍속은 계절간 변

동성의 거의 없으며 풍속의 크기는 2-3 ms-1이다.

풍속의 전지구 분포로부터 해양의 풍속은 육지보다

강하여 풍력 발전을 하기에 좋은 조건임을 지시하고

있다. 육지에서 풍력 발전소 건설을 위해서는 환경적인

면을 고려해야 하나, 해양에서는 환경적인 제약이 작다.

또한, 해상에서 육지로의 풍속이 증가하는 시간은 오

후인데 이 시간은 전기 수요가 최대가 되는 시간으로써

해상풍을 풍력 발전에 활용한다면 고효율의 전기 생산

이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최근의 풍력 발전

경향은 해상 풍력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풍력

발전은 전기의 송전 문제로 인하여 원거리 해양보다는

육지 연안 해양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풍력 발전이

가능한 지역의 해상풍과 상세한 육지의 풍속 분포 조사

를 위하여 각 대륙별 풍속의 분포를 제시하였다. Fig. 4

에서는 아시아의 풍속 분포이다. 아시아는 넓은 면적에

비하여 풍력 발전이 가능한 지역은 제한적이다. 아시아

육지의 풍속은 몽골과 티벳에서 7-8 ms
-1의 풍속을 보

이며 해양에서는 대만 근처와 남중국해, 동남아시아, 우

리나라의 제주도, 동해에서 큰 풍속 크기를 나타낸다.

인도의 동남해안에서 풍속의 크기는 6-7 ms-1, 러시아의

북동해안에서 풍속의 크기는 7-8 ms-1를 보인다. 동남

아시아와 인도의 육지에서는 약한 풍속을 보여 2-3 ms
-1

를 나타냈다. Archer와 Jacobson (2005)의 연구에 따르면

라디오존데 관측 자료를 이용한 풍속 분포는 제주도와

Fig. 3. Spatial distribution of seasonal mean wind speed (ms−1) at 80 m altitude above ground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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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남해안, 중국 남해안에서 8.6 ms-1 이상, 러시아

북부, 북동 해안에서 강풍이 존재하며 본 연구의 NCEP

재분석 자료의 결과와 일치함을 보인다.

호주의 내륙에서는 6-7 ms-1 풍속 지역이 존재하며

남서해안에서는 7-9 ms
-1의 강한 풍속이 존재한다(Fig. 5).

최대 풍속은 빅토리아 주, Tasmania 섬 해안에서 10 ms-1

이상의 풍속을 보인다. 호주의 약한 풍속은 육지의 동

북지역에서 나타나며, 크기는 3-4 ms-1이다. 뉴질랜드는

북섬 서해안에서 8-9 ms-1, 내륙에서는 5-6 ms-1, 남섬

해안에서는 9-10 ms
-1

 이상의 풍속을 보여 육지보다는

해상풍이 강하다. Archer와 Jacobson (2005)의 관측된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호주의 강풍은 동북해안, 남

해안에서 존재하였으며, 내륙에서는 약한 풍속을 보

였다. 뉴질랜드에서 강풍은 해안지역, 내륙에서는 약한

풍속의 분포를 보였다.

북아메리카의 미국과 캐나다 육지는 중부 지역에서

가장 강한 풍속 분포를 보인다(Fig. 6). 반면 미국의 동,

서, 남부 지역은 육지보다 해안에서 풍속이 크다. 캐나

다의 풍속은 해안에서 큰 값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내

륙은 로키산맥에서 6-7 ms
-1의 강풍 지역을 보이고 캐나

다 육지는 동, 서부보다 중부내륙(110oW-120oW)에서 강

한 풍속을 보인다. 해양은 미국의 동부와 서부 해안

에서 강풍을 보여 7 ms-1 이상이며 해상풍은 저위도보다

고위도에서 증가한다. 미국 남부 육지의 풍속은 약하며

남부 해안에서 6-7 ms-1의 크기를 보인다. 또한 오대호

근처에도 강풍이 존재함을 보인다. 캐나다 동부와 서부

해안 해상풍의 증가 경향은 미국과 유사하며, 북부 허

드스만에서 강풍이 존재한다. 캐나다 동, 서부 해안의

풍속은 8 ms-1 이상으로써 북아메리카에서 풍속이 가장

큰 지역이다. 관측 자료 분석으로부터 나타난 미국의

풍속은 중부 로키 산맥에서 8.1 ms-1이상이 다수 분포

하고, 오대호와 남부 해안에서 풍속 클래스 9에 해당

하는 9.4 ms-1 이상의 강한 바람이 존재한다(Archer와

Jacobson, 2005). 강풍 지역은 대체로 미국 동부, 캐나다

동부와 서부 해안지역에서 존재해 본 연구의 NCEP

재분석 자료의 강풍 지역과 유사함을 보였다.

Fig. 7의 남아메리카 풍속 분포는 대부분 지역에서

5 ms−1 미만의 풍속을 보여 풍력 발전에 적합하지 않다.

그러나 몇 개의 지역에서는 예외적으로 풍속이 크다.

칠레와 아르헨티나 남부 해안과 같은 고위도 지역에서

강한 풍속이 나타난다. 브라질을 포함한 저위도 지역

Fig. 4. Spatial distribution of wind speed (ms−1) extrapolated

to 80 m and averaged for the years 2000-2009 in Asia.
Fig. 5. Same as Fig. 4, except for Australia.

Fig. 6. Same as Fig. 4, except for North America.

Fig. 7. Same as Fig. 4, except for South 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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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육지에서는 4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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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만이며, 고위도(40

o
S-

60oS)에서 강한 풍속을 보인다. 해상풍은 대체로 위도에

평행하며 강풍은 칠레에서 10-12 ms-1의 크기를 보인다.

Archer와 Jacobson (2005)의 관측자료를 이용한 분석

결과는 아르헨티나 남부에서 8.6 ms-1 이상의 풍속과 칠

레에서 9.4 ms
-1

 이상의 강한 풍속이 존재하였는데 저해

상도인 본 연구의 재분석 자료와 유사함을 보인다.

유럽의 풍속 분포는 Fig. 8에서 제시되었다. 유럽의

최대 풍력 발전 가능 지역은 북동해안 이다. 특히, 영국

과 독일의 북부 해안에서 강풍이 존재한다. 본 연구의

NCEP 재분석 자료는 영국에서는 5-6 ms-1, 독일 북부

해안에서는 7-8 ms-1,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는 9-10 ms-1,

스코틀랜드 연안에서는 8-10 ms
-1
, 프랑스 남부 해안에서

는 9-10 ms-1를 나타냈다. 스페인과 프랑스 서부 해안

에서는 7-8 ms-1, 아일랜드 서쪽 대서양에서는 8 ms-1

이상의 강풍이 존재하였다. 유럽의 풍속은 서유럽과 해

상에서 강한 반면, 내륙의 동유럽에서는 대부분 4-5 ms−1

의 약한 풍속 크기를 보였다. 라디오 존데 관측 자료를

이용한 Archer와 Jacobson (2005)의 연구에서도 유럽은

해안에서 9등급 (9.4 ms−1) 이상의 강풍이 해안에서 나

타났는데 본 연구의 풍속 분포와 일치하였다. 내륙에

서는 슬로바키아와 체코와 같은 지역에서는 강한 풍속

이 나타났으나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남유럽에서는 약한

풍속이 나타난다.

Fig. 9는 아프리카의 풍속 분포이다. 아프리카의 풍

속은 적도 근처에서 4 ms−1이내 이다. 사하라 사막(20oN

근처)과 남아프리카(30oS)에서는 5-6 ms-1를 보이며,

8 ms-1이상의 강풍은 해양에서 존재한다. 북부아프리카

지중해와 서아프리카 해안에서 6-8 ms-1, 남아프리카

해안에서는 8 ms
-1이상의 풍속이 존재한다. 또한 소말

리아 제트 지역(적도-10oN)에서도 8 ms-1 이상의 풍속,

Madagascar 섬 근처의 해양에서도 8-9 ms-1의 강한 풍

속이 존재한다. 아프리카의 지상 관측자료 밀도는 다른

대륙에 비하여 매우 작다. 그러므로, 관측 자료 분포는

아프리카의 풍력 발전 가능 지역을 충분히 나타내지

못한다. 반면 수치 모델과 재분석 자료는 관측소가 설

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의 풍력 정보 제공이 가능하므로

관측이 불가능한 지역에서의 풍력 발전 가능성을 진

단할 수 있다.

재분석 자료에 의한 풍속의 공간 분포는 Archer와

Jacobson (2005)의 연구에서 제시된 라디오존데 관측

결과와 일치함을 보였다. 관측 자료는 공간적으로 한

정되어 있으나 재분석 자료는 공간적으로 균질한 분포

를 제공한다. 그러나 수평 해상도 1o 간격의 재분석 자

료는 풍속의 상세한 정보 제공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상세한 풍력 정보의 제공은 고해상도 수치모델을 이

용한 모의가 필요하다. 향후의 연구에서 본 연구의 저

해상도 풍속 자료로부터 분석된 풍력 발전 잠재 가능

지역에 대한 상세한 수치모의 수행이 필요하다.

풍력 발전기의 설치는 고비용이 소요되며 운영기간은

20-30년 장기간이다. 발전기 설치 비용의 손익 분기는

10년 이상이므로 발전단지 설계에서 풍력의 장기 변동

성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대륙별로 풍속의 시간적

변동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10년 기간 동안 연 평균 풍

속의 편차를 제시하였다 (Fig. 10). 대부분의 지역에서

2002-2004년 양의 편차를 나타내므로 각 해의 연 평균

풍속이 10년 평균 풍속보다 크므로 풍속이 증가한 시

기였음을 지시하였다. 2005-2006년은 음의 편차를 보여

풍속이 약화되는 시기이며, 2007년 이후는 양의 편차가

존재하나 2000년대 초반보다 편차는 크지 않다. 아시아

의 편차는 2003년 0.28 ms−1를 보여 가장 크며, 아프리카

에서도 큰 편차를 기록하였다. 반면, 호주와 아프리카Fig. 8. Same as Fig. 4, except for Europe.

Fig. 9. Same as Fig. 4, except for Af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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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양의 편차 크기는 작다. 음의 편차 최대는 2006년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나타나며 아시아는 2005년 이후

음의 편차가 지속되고 있다. 2005-2006년 편차는 북

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호주에서 −0.1 ms
-1

 내

외이며, 2007년 이후 유럽,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호

주에서는 풍속 편차의 크기는 작아져 대체로 풍속이

감소함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2000-2009년 까지 10년

동안 풍속 편차의 시간적 경향을 제시하였다. 향후에는

30년 이상의 장기간 풍속변화와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한 미래의 풍속 분포와 변동성 분석이 필요할 것

으로 생각된다.

4. 결 론

풍력 발전 입지 선정을 위한 지표층 풍속 정보 제

공과 대기중의 에어러솔 운반, 지면-대기 또는 대기-

해양간의 상호 작용 분석을 위한 에너지, 수증기 플럭스

연구를 위해서 지면 근처의 풍속은 중요하다. 그러나

지면 근처의 바람 관측은 장애물들로 인하여 균질한

관측이 어렵다. 따라서 수치모델은 지면 근처의 바람 정

보 제공을 위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미국 NCEP재분석 자료를 이용하여 전

지구 지면 근처의 풍속 분포를 조사하였다.

분석된 지면 근처 풍속은 풍력 발전기 터빈 고도인 지

상 80 m 풍속이다. 전지구 지면 근처의 풍속은 육지보다

해양에서 강하고 해양의 중위도 스톰트랙에서 최대값을

보였다. 육지의 풍속은 티벳, 몽골, 미국 중부, 호주 내륙,

남아프리카, 남미 아르헨티나에서 큰 값을 보였다. 계

절적으로 풍속은 겨울철에 강하며 여름철에는 약화되는

형태를 보인다. 계절간 풍속의 차이는 남반구보다 북

반구에서 크다.

풍속의 지역별 분포는 아시아의 육지에서는 몽골과

티벳, 해양에서는 남중국해, 동남아시아, 우리나라 제주

도, 동해에서 큰 풍속을 보인다. 호주는 내륙과 남서해

안에서 강한 풍속을 보이며 뉴질랜드는 해상풍이 강하

게 나타났다. 북아메리카의 내륙은 중부 로키 산맥에서

강하며, 해양은 동부와 서부해안에서 강풍이 나타난다.

북아메리카의 해상풍은 저위도보다 고위도에서 증가하

는 경향을 보인다. 유럽의 풍속 분포는 서유럽과 북유럽

의 해상풍이 강함을 나타낸다. 반면 동유럽과 남부유

럽에서는 약한 풍속의 크기를 나타내 풍력 발전에 적

합하지 않다. 아프리카의 풍속은 적도근처에서는 약

하며 동아프리카 소말리아 제트 지역과 남아프리카에서

강한 풍속이 존재한다.

대륙별로 분석된 풍속의 시간적 변동성을 조사한 결

과 2000-2009년까지의 최근 10년동안 풍속은 초반에

풍속이 증가하고 후반기에는 풍속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00년대 초반 풍속이 증가함을 지시하는

양의 편차 최대 지역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재분석 자료를 이용한 지면 근처의 풍속은

시공간적으로 균질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풍력 발전 가

능 잠재 지역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풍력 발전 사업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상세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며 본 연

구의 분석 자료는 상세 수치 모델 모의를 위한 기본 자

료로써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이용된 NCEP FNL

자료는 1997년 이후부터 생산되었으며, 현재 ECMWF나

NASA의 MERRA 등 다양한 고해상도의 재분석 자료가

생산되고 있다. 추후에는 재분석 자료간의 비교를 통한

전구 풍속의 분포와 장기간의 풍속 변동성 분석이 필요

하다. 또한 향후에는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한 풍력

예측 등 미래의 풍속 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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