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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haracteristics of surface wind in North Korea using

mesoscale model WRF. Hourly wind fields were simulated for one year representing mean

characteristics of an 11-years period from 1998 to 2008. The simulations were performed on a

nested grid from 27 km to 1 km horizontal resolution. The simulated wind map at 10 m above

ground level is verified with 27 surface observations. Statistical verification skill score indicates

that wind speed tends to overestimate in surface layer. The average RMSE value of the simulated

wind speed is around 2.8 ms-1. Wind map in North Korea showed that strong wind speed is

distributed in the mountainous and western coastal region. The results of this wind mapping

study contribute for the founding of wind energy potential 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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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세계의 대부분 나라에서는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발

생되는 기후변화에 대해 대책마련을 하고 있다. 북한

도 이러한 흐름 속에서 1992년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

연합 기본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에 가입하였으며, 북한

은 2000년도에 온실가스 배출의 상황과 정책들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UNFCCC에 제출한 바 있다. 정우진 (2009)

이 조사한 이 보고서에서는 북한의 1990년대의 온실가

스 총배출량은 201.9백만 tCO2eq (Ton of CO2 Equivalent)

이며 온실가스 흡수량이 14.6백만 tCO2eq이고, 순 배

출량은 187.3백만 tCO2eq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온실가스 배출의 비중은 에너지사용에서 88.62%, 농

업에서 5.76%, 산업공정에서 4.88%, 폐기물에서 0.73%

로 나타나 에너지사용이 온실가스 배출의 대부분을 차

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온실가스 중에서 CO2

가 83.92%, CH4가 10.14%, N2O가 5.94%를 차지하여 화

석연료의 사용으로 발생되는 CO2의 배출이 많은 부분

을 차지하고 있다 (정우진, 2009).

북한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는 자급자족 형태로 지하

자원인 석탄과 수자원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

으며 수입에너지원의 사용을 억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기존 화력·수력 설비의 노후화 및 화석연료 고

갈에 따른 확보문제 등 점차 어려움이 증가하여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양의석, 2004). 홍

성범 등 (2001)의 북한의 과학기술 현황 조사 연구에서

는 북한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는 신재생에너지가 바로

풍력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풍력은 에너지 공급이 원활

하지 않는 농촌 지역과 교외 지역에 확대될 필요가 있

다. 실제로 북한에서 풍력발전기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조사한 바 있다. 정우진 (2009)의 연

구에 따르면 북한은 0.05~75 kW급의 풍력 터빈을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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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으며, 2004년을 기준으로 300 kW의 풍력 설비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10 kWh

급 미만의 소형 발전으로 북한 지역의 전력수급에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홍성범 등, 2001).

이러한 국면에 처한 북한은 풍력에너지를 원활히 확

보하기 위해 국제사회에 도움을 얻고자 한다. 이에 우

리나라에서의 북한 풍력-기상자원지도 개발은 남북의

기술 교류 확대와 미래 에너지자원의 확보를 위해서 그

의미가 크다 (서은경 등, 2009).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북한의 바람자원에 대한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 김현구 등 (2006)은 수치모델을 이용하여 저

해상도 (9 km 해상도)의 한반도의 바람지도를 구축한바

있으며, 서은경 등 (2009)은 국내에서 확보할 수 있는

북한의 30년간의 바람자료를 바탕으로 평균 바람지도를

작성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수치모델을 이용한 저해상도

지도는 북한의 복잡한 산악지형을 반영을 하는데 한계

가 있고, 관측자료를 활용한 선행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에서 확보 가능한 관측지점의 수가 적기 때문에 관측소

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관측치를 이용한 내삽으로 작

성되어 지형적인 오차가 나타난다.

따라서 복잡한 지형의 효과를 고려하기 위해 수치모델

을 이용하여 1 km 해상도를 갖는 고해상도의 풍력-기상

자원지도를 구축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풍력

-기상자원지도의 작성을 위해 2장에서는 수치모의 방법

을 기술하고, 작성된 지도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관측치를 이용한 검증방법과 검증결과를 3장에 제시하

였고, 4장에 북한 풍력 자원의 평가의 순으로 기술하고

자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해 5장으로 결론을 맺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수치모의 방법

북한의 풍력-기상자원지도를 작성하기 위해서 미국

NCAR (National Center for Atmospheric Research)에서

개발한 중규모 모델인 WRF V3.1.1 (Weather Research and

Forecasting model Version3.1.1)를 활용하였다 (Skamarock

et al., 2008). WRF는 중규모 수치예보 및 연구에 사용

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도시규모, 지역규모와 같이 복잡

하고 상세한 지역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김

유근 등, 2006; 변재영 등, 2010; 함수련 등, 2005; Lin

et al., 2008). 또한 WRF가 매년 개선 되면서 이를 활

용한 기상에 대한 연구의 영역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Zhang et al., 2010). 이처럼 WRF는 기상모델로서 연

구되고 있으며 복잡하고 상세한 지역의 기상현상도 모

사가 가능하다. 또한 변재영 등 (2010)은 이 수치모델

을 이용하여 남한 풍력-기상자원지도를 작성을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한의 전 영역을 대상으로 1 km 해

상도의 풍력-기상자원지도 개발을 위해 수치모델을 이

용하여 매우 상세한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기 때문에

WRF 모델은 본 연구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

된다. 모델의 도메인은 Fig. 1과 같이 북한의 전 지역을

반영할 수 있도록 영역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1 km의

해상도를 갖는 북한 풍력-기상자원지도를 개발하기 위

해서 지형 자료는 1 km 해상도의 USGS (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 지형 자료를 활용하였다. 지표이용

도 자료는 최근에 개발된 WRF V3.1부터 적용된 1 km

의 해상도인 MODIS (Moderate 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를 이용하였다. 이 자료는 기존의

WRF에서 내장되어 있던 USGS의 지표이용도 자료보

다 한반도를 현실적이고 최신의 지표이용상태를 표현하

고 있다. 북한 풍력-기상자원지도 생산을 위한 모델의 주

요 조건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모델을 수행하기 위

해 사용한 초기 및 경계자료는 1
o의 해상도인 National

Centers for Environmental Prediction Final (NCEP FNL)의

재분석자료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수치모델에서 바람

은 대기경계층 물리과정과 지면모델의 조건에 의해

Fig. 1. Configuration of model domains. Terrain height is shaded every 100 m over domain 1 (D01, left) and every 50 m over

domain 4 (D04, right). Grid sizes of domains are 27 km, 9 km, 3 km and 1 km,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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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서범근 (2010)의 연구를 바탕

으로 대기경계층 물리과정은 Mellor-Yamada-Janjic

(MYJ, Mellor and Yamada, 1974) 방안을 선정하였다.

지면온도와 토양 수분 모수화에 대한 지면모델물리과정

은 지표이용도를 MODIS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Noah

(Chen and Dudihia, 2001)로 선정하였다.

풍력-기상자원지도는 풍력발전기의 입지선정에 있어

서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의 바람

기후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 그래서 풍력-기상자원

지도는 1년이 아닌 다년간의 자료들을 바탕으로 모델을

활용하여 개발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수년간의 기상자

료를 바탕으로 1 km의 고해상도 지도를 작성하기 위해

모델을 수행한다면 상당히 많은 전산자원과 계산시간

이 소비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이를 수행하기 위해 고

사양의 하드웨어가 필요하고 많은 설치비용이 필요하

게 되는 등 여러 가지 한계성을 갖는다. 이러한 한계성

을 극복하고자 변재영 등 (2010)은 수치모델을 이용하

여 남한 기상자원지도를 작성하기 위해 김혜중 등

(2009)이 개발한 1998~2008년의 기후자료를 대표할 수

있는 한반도의 Typical Meteorological Year (TMY)을 이

용하였다. 바람자원평가를 위한 TMY는 2가지 단계의

알고리즘으로 구축이 되었다. 첫 번째 단계는 전국의 정

규기상관측소에서 11년(1998~2008년)동안에 측정된 시

간별 자료를 바탕으로 기상요소별, 관측소별, 월별로 단

기 및 장기 누적도수분포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각

기상요소별, 관측소별로 Finkelstein-Schafer (FS)의 통계

모형으로 계산한다. 그리고 계산된 FS값을 바탕으로 각

관측소별로 각각 년마다 월별로 FS통계의 가중치 합에

대한 표를 작성한다. 두 번째 단계는 각 관측소별로 계산

된 가중치들을 바탕으로 표준화를 실시하여 통계표를

합산해서 작성한 후에 각 달별로 Typical Meteorological

Month (TMM)로서 후보년도 5개의 년도들을 선정한

다. 그리고 선정된 후보년도들을 바탕으로 기상요소별로

Root Mean Squared Distance (RMSD) 및 표준점수를

계산한다. 각 기상요소별로 표준 점수의 가중합(주성분

분석법 이용)으로 작성된 TMM 점수를 바탕으로 최종적

인 TMM을 구축한다. 이렇게 구축된 TMM을 각 달마다

정리하면 최종적으로 Table 2와 같이 TMY가 구성된

다. 이렇게 구축된 TMY의 월별, 연별 평균은 11년 동안

에 대한 전체 월별, 연별 평균과 매우 유사하다. 본 연구

에서는 이와 같이 통계적인 기법들을 바탕으로 구성된

TMY의 기간을 이용하여 11년을 대표하는 북한 풍력-

기상자원지도를 개발하고자 한다.

2.2. 검증방법

본 연구에서 북한 풍력-기상자원지도의 검증은 다음

과 같이 실시하였다. 검증을 위해 우리나라에서 활용 가

능한 북한의 관측자료는 27개 지상관측소에서 관측한 지

상 10 m 고도, 3시간 간격의 풍향, 풍속 자료이다. Fig. 2

는 27개 관측소의 지도상에 위치와 관측소명, 해발고

도를 나타내었다. 관측소의 특징을 살펴보면, 백두산

인근의 삼지연이 1386 m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관

측소이며, 개마고원 지역의 풍산, 장진이 1000 m 이상의

고도에 위치한 관측소이다. 앞의 지역과 다르게 두만

강 하류 지역의 선봉, 서해안에 위치한 신의주와 용

연는 10 m 이하의 고도에 위치한 관측소이다.

풍속에 대한 검증은 식 (1)과 식 (2)을 이용하여 Bias

Table 2. Typical meteorological year for wind resource over the Korean Peninsula.

Mon. Jan. Feb. Mar. Apr. May Jun. Jul. Aug. Sep. Oct. Nov. Dec.

Year of TMM 2008 2006 2004 2004 2005 2003 2005 2004 2006 2005 2005 2002

Table 1. Configuration of Model.

Model WRF Ver. 3.1.1 

Initial data NCEP FNL (1o resolution)

Nesting Method 2-way nesting

Physics option

Microphysics WDM6

PBL MYJ

Land-Surface Noah

Radiation
Longwave RRTMg

Shortwave Goddard

Fig. 2. Location of weather stations in North korea. Right

bar indicates the height (m) of top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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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RMSE (Root Mean Square Error)를 계산하여 평

가하였다. 풍향에 대해서는 식 (3)을 이용하여 MAE

(Mean Absolute Error)로 평가하였다.

(1)

(2)

(3)

여기서, M은 Model (자원지도)값을 의미하고, O는

관측값을 의미한다. N과 n은 자원지도로 산출된 값과

관측값이 서로 비교되는 데이터의 총 개수를 의미한다.

3. 검 증

세계적으로 풍력단지가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고도가 높을수록 풍력자원의 확보가 용이하므로, 풍력

자원의 평가와 지도의 작성은 50 m 이상의 고도에서

연구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50 m와 80 m 고도에 대한

바람의 평가가 주로 진행되고 있다 (Archer and Jacobson,

2005; Elliott and Schwartz, 2005; 허철운 등, 2010; 변재영

등, 2010). 북한의 경우에도 서은경 등 (2009)은 관측값

을 이용하여 50 m와 80 m 바람의 평가를 하였으며 이

중에서도 80 m 고도에서 풍력에너지 생산에 용이한 고

도임을 밝힌바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 50 m와 80 m

고도 중에서 80 m에 초점을 맞추어 북한의 풍력-기상

자원지도를 작성하고자 하였다. 이 80 m 높이에서의

풍력-기상자원지도가 수치모델을 통해서 산출되었으며,

이렇게 산출된 풍력-기상자원지도의 검증을 위해서는

지상으로부터 80 m 높이의 관측자료와 검증이 이루어

져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북한의 관측자료

중에서 지상 10 m 높이의 기상자료 밖에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현시점으로서는 10 m 검증으로 어느 정도 가

늠을 해보는 것이 최선이다.

Fig. 3은 지상 10 m에서의 모든 관측소에 대한 검증을

월별로 나타낸 것이다. 지상 10 m 높이에서의 풍속에

대해 월별 관측값과 자원지도 산출 값의 평균 풍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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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istribution of monthly statistical values between mesured and simulated 10 m wind speed above ground at 27 weather

stations for (a) average wind speed, (b) Bias, (c) RMSE of wind speed, (d) MAE of wind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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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a)), 월별 Bias (Fig. 3(b)), 월별 RMSE (Fig. 3(c))의

그래프들로부터 자원지도가 모든 달에 대해서 실제

관측값보다 과대 추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측값의

연평균 풍속은 2.6 ms-1이며 자원지도의 연평균 풍속은

4.6 ms-1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Bias는 연평균으로

1.8 ms
-1를 보이고 있으며, RMSE는 연평균으로 2.8 ms

-1

를 갖는다. Bias와 RMSE에서 모두 1~4월과 11~12월이

RMSE의 연평균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6~9월이 RMSE

의 연평균보다 적은 오차를 나타내었다. 풍향은 MAE

(Fig. 3(d))을 이용하여 월별로 오차를 살펴보았다. 풍향

의 오차는 연평균 MAE가 49.3o으로 나타났다. 풍향의

월별 오차는 풍속의 월별 오차와 반대의 경향을 보인

다. MAE으로 부터 풍향의 오차는 5~9월이 연평균의

오차보다 더 크게 나타난다. 특히 6~8월은 Fig. 7의 월

별 평균 풍속 지도의 분포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바람이

약하다. 따라서 풍속이 약한 달들이 풍향의 오차가 크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풍속이 강하면 종

관장 규모 바람의 영향으로 풍향의 예측 정확도가 향상

되어 오차가 감소하는 반면에 풍속이 약하면 지형과 같

은 국지적인 환경조건에 따라 풍향이 1 km 이하 해상도

에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1 km 해상도의

풍력-기상자원지도 산출모델이 1 km 이하의 미규모 현

상에 대한 바람의 변화를 나타내지 못하여 풍향에 대

한 오차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Fig. 4는 관측소별로 풍력-기상자원지도의 10 m 풍속

자료를 계절별로 검증하여 관측값의 차이를 RMSE의

공간 분포로 나타냈었다. Fig. 2의 관측소 지점명, 위치,

고도자료와 비교했을 때 비교적 해발고도가 낮은 평양,

사리원, 개성, 안주, 남포 지역에서 RMSE가 2.0~3.1 ms
-1

이며 각 지점별 계절별 오차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연중 고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하지

만 특정 지역은 계절별로 오차의 변동이 나타났다. 중

강, 삼지연, 강계, 장진, 혜산, 풍산, 희천, 양덕 지역들과

같이 북한의 개마고원 일대의 고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봄철에 RMSE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계절별 오차는

겨울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들 지역의 RMSE 분포는

2.8~5.2 ms-1로 나타났다. 그 외 동해안 지역, 압록강 하류

지역, 황해도 해안 지역의 관측소에서는 겨울철이 가장

RMSE가 크게 나타났으며, 여름철에 가장 낮은 RMSE를

나타내었다. 이들 지역의 오차 분포는 2.3~6.2 ms-1로

나타났다.

Fig. 5는 관측소별로 풍력-기상자원지도에서 10 m 풍

Fig. 4. Spatial distributions of RMSE for 10 m wind speed above ground level during (a) Spring, (b) Summer, (c) Autumn and

(d) Winter in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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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자료와 관측자료를 바탕으로 TMY기간 동안의 연평

균 RMSE를 나타낸 것이다. 이 연평균 RMSE를 살펴

보면 관측소들 중에서 장전이 가장 큰 오차를 나타내었

으며, 평양, 사리원, 개성이 가장 적은 오차를 보였다.

중강, 삼지연, 강계, 혜산, 구성, 장진, 용연, 청진 등이

3.5 ms-1의 RMSE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작성한 북한 풍력-기상자원지도의 10 m

풍속 자료는 관측 지역별로 관측값과의 오차가 지역마

다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북한의 대부분 지역

이 높은 고도의 복잡한 구조를 갖는 지형이기 때문에

1 km의 해상도에서도 각 지역별로 관측값과 오차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4. 북한의 풍력 기상-자원지도의 평가

Fig. 6은 수치모델을 이용한 지상 80 m의 1 km 해상도

를 갖는 북한의 연평균 풍력-기상자원지도를 나타낸 것

이다. 이 풍력-기상자원지도는 수치모델을 활용한 선행

연구에서 개발된 9 km 해상도의 바람지도보다 고해상

도로 작성된 지도이다. 9 km의 바람지도는 저해상도로서

개마고원 지역과 같이 고도가 매우 높은 지역에서만 지

형 효과에 따라 풍속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반면에 지형

고도가 낮은 지역은 지형 효과에 의한 차이 없이 풍속

이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산출한 풍력-기상자원지도는 고해상도인 1 km

해상도로서 지형에 따른 풍속 분포가 잘 반영 되어 나

타난 것을 Fig. 6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북한의 1 km 해상도의 연평균 풍력-기상자원지도의

분포를 살펴보면, 지역에 따라 평균 풍속의 분포가 다

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태백산맥, 함경산

맥을 중심으로 한 산악 지역과 개마고원에서 연평균 풍

속 분포가 5 ms
-1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평균 풍속 분포를 보이는 결과는

서은경 등 (2009)의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났다. 그리고

Fig. 5. Spatial distribution of mean RMSE for 10 m wind speed above ground level during TMY in North Korea.

Fig. 6. Annual average wind speeds at 80 m above ground

level in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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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록강의 하류 지역에서도 연평균 풍속 분포가 5 ms
-1

이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황해도와 평안남도의 서해

안을 따라 연평균 풍속이 약 5~7 ms-1의 분포로 나타

났다. 풍속 5 ms-1이라는 것은 풍력발전에 있어서 가

동할 수 있는 cut-in 풍속이다. 즉, 이와 같은 지역들

에서는 5 ms
-1

 이상의 연평균 풍속을 나타내기 때문에

풍력 발전가능 지역으로서 전기에너지의 생산을 위한

풍력발전 단지 및 발전기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으

로 판단된다. 그 외의 지역인 북한의 중부 내륙에서는

5 ms-1 미만의 연평균 풍속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중부

내륙 지역에서는 바람을 이용하여 전기에너지를 생산하

기에는 적합하지 않는 지역으로 판단된다.

Fig. 7은 북한 풍력-기상자원지도로서 고도 80 m에

서의 월 평균 풍속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2, 3, 4월의

평균 풍속 분포가 다른 달들보다 높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북한의 풍력 자원이 풍부한 월은 2, 3, 4월이라고

Fig. 7. Monthly average wind speeds at 80 m above ground level in North Korea.



478 중규모 수치모델 WRF를 이용한 북한 풍력-기상자원지도 개발

한국기상학회 대기 제21권 4호 (2011)

판단 할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8월과 9월은 낮은

평균 풍속의 분포를 보이고 있어 풍력자원이 가장 부족

한 기간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1월도 비교적 풍력자원이

풍부한 기간이다. 11월 평균 풍속 분포를 살펴보면 풍

력자원이 적었던 7, 8, 9월을 기점으로 점차 증가하였으

며, 5 ms
-1
 이상 평균 풍속 분포 지역이 1, 12월보다 넓은

지역에서 나타났다. 풍력자원이 풍부한 2, 3, 4월에서

5 ms
-1
 이상 평균 풍속이 나타나는 지역이 2월보다 3, 4

월에 넓은 범위에서 나타났으며, 서해안 지역이 2월에

3, 4월보다 강한 풍속 분포 지역임을 알 수 있었다. 전

체적인 풍속의 흐름을 월별로 정리하면 2월부터 3, 4월

까지 강한 바람의 분포를 보이다가 5월을 기점으로 점

차 풍속이 약해지면서 8, 9월에 풍속이 가장 약한 바람

의 분포를 보이며 10월부터 점차 강해지는 흐름을 보

이고 있다. 이와 같은 월별 변동의 흐름으로 계절적으

로는 풍력자원을 살펴보면 봄, 겨울, 가을, 여름 순으로

풍력자원이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계절적

인 결과는 수십 년의 관측자료를 바탕으로 분석된 계

절적인 특성 결과와 같게 나타나 본 연구에서의 북한

풍력-기상자원지도는 기후적인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

는 것으로 판단된다 (서은경 등, 2009). 각 월마다 지역

별로 살펴볼 때 풍속이 강한 지역은 앞에서 설명한 연

평균 풍속 분포에서 나타난 지역과 같이 태백산맥과 함

경산맥 지역과 개마고원, 압록강 하류 지역과 황해도와

평안남도의 해안 지역으로 나타났다. 또한 태백산맥과

함경산맥을 중심으로 5 ms-1의 풍속이 연중 내내 나타

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Fig. 8은 북한 풍력-기상자원지도의 최대풍속, 주풍향

분포, 주풍향 비율, 풍속이 5 ms-1 이상 일 때의 주풍향

분포, 5 ms
-1
 이상 주풍향 비율, 5 ms

-1
 이상 풍속 비율을

공간 분포로 나타낸 것이다. 북한의 풍력-기상자원에서

최대풍속은 고산 지역일수록 최대풍속이 높게 나타나

지역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약 15~45 ms-1 것으로

나타났다 (Fig. 8(a)). 이러한 지형 고도에 따른 분포는

남한 풍력-기상자원지도의 최대풍속 분포에서 산맥과 같

이 높은 산지를 중심으로 최대풍속이 높게 나타났던

경향성과 유사하다 (변재영 등, 2010). 태백산맥과 함

경산맥의 산지 중심 부근에서 최대풍속이 30 ms-1 이

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백두산 산지에서도 최대풍속이

약 25 ms
-1
 이상인 지점을 나타내고 있었다. 하지만 북한

의 내륙 중심은 약 20 ms-1 이하의 최대풍속 분포를 나

타내고 있다. 주풍향 분포의 풍력-기상자원지도는 풍력

발전기의 날개인 블레이드의 주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Fig. 8(b)의 주풍향 분포를 살펴보면,

북한의 양강도와 함경남북도, 평안남북도, 황해남북도

가 주로 북서풍을 나타내고 있으며, 강원도, 양강도 북

부 지역과 자강도 지역은 남서풍이 주로 나타나고 있

다. 이러한 주풍향 분포의 경향성은 5 ms-1 이상의 주

풍향 분포 (Fig. 8(d))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바람에 의해서 풍력발전기가 가동하는 중에는 풍향에

따라 풍력발전기의 블레이드 방향을 바꾸는 것을 최소

화 하도록 하는 지점이 풍력발전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효율성이 높다. 그래서 주풍향 비율에 관한 풍력-기상

자원지도 정보가 필요하다 (Fig. 8(c)). 태백산맥과 함

경산맥의 중심 부근에는 비교적 50% 이상 주풍향 비

율이 나타났지만, 북한의 내륙을 포함한 대부분 지역에

서는 약 20~45%의 주풍향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앞에

서 분석한 연평균 풍속에서 5 ms-1인 서해 해안 지역

에서는 주풍향 비율이 약 25%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역

에 풍력발전단지가 건설된다면 풍향 변화에 풍력발전기

의 블레이드 방향이 자주 바뀌게 되므로 풍력에너지

활용의 효율성이 줄어들 것으로 사료된다. Fig. 8(e)에서

풍속이 5 ms-1 이상일 때 주풍향 비율이 5~60%로 나

Fig. 8. Annual distributions of (a) maximum wind speed, (b)

main wind direction, (c) main wind direction ratio (unit: %),

(d) main wind direction over 5 ms
-1

 wind speed, (e) main

wind direction ratio over 5 ms-1 wind speed (unit: %) and (f)

wind speed ratio over 5 ms-1 wind speed (unit: %) at 80 m

above ground level in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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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는데 모든 바람에 대한 주풍향 비율인 20~70%보

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내륙에서 주풍향 비

율이 20% 이상 나타나는 지역이 5 ms-1 이상 풍속의

주풍향 비율에서 약 10% 미만으로 감소하였다. 이러

한 결과로 5 ms-1 이상 풍속의 풍향은 더 자주 바뀐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이야기 한 것처럼 풍속 5 ms-1이라는 풍속의 세

기는 풍력발전이 가능한 구동풍속이다. 그래서 5 ms
-1이

상 풍속 비율은 발전단지 조성에 매우 중요한 정보이다.

Fig. 8(f)의 5 ms-1 이상 풍속 비율을 보면, 태백산맥과 함

경산맥의 산지에서 약 60% 이상이 나타났다. 그리고 앞

의 결과인 연평균 풍속에서 함경북도 해안 부근과 평안

북도 북부 지역, 황해도와 평안남도 서부 지역의 평균

풍속이 5 ms-1 이상 지역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지역에

서 5 ms-1 이상 풍속 비율이 약 50% 이상으로 나타났

다. 이는 반년 이상 동안 5 ms-1 이상의 풍속이 나타

나 풍력단지 조성에 좋은 조건 지역임을 알 수 있다.

5. 결 론

지구온난화 문제의 해결은 전지구적으로 매우 중요하

다. 북한도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 동참하고자 UNFCCC

에 가입하였고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게다가 북한은 자급자족 형태의 화석연료 사용

의 한계와 화력, 수력 등의 발전 시설의 노후화로 에너지

생산 및 확보에 어려움을 격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그 중에

서 풍력에너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상세한 북한 풍력-기

상자원지도를 개발하여 남북 간의 기술교류 및 미래

에너지자원의 확보에 도움이 되고자 진행하였다.

북한 풍력-기상자원지도는 수치모델 WRF을 활용하

였으며, 1998~2008년을 대표할 수 있는 TMY을 바탕으

로 산출되었다. 모델의 검증을 위해 북한의 27개소 관측

소에서 측정한 지상 10 m의 풍향, 풍속 자료를 이용하

였다. 전체적으로 산출된 풍속은 관측값보다 과대모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관측소에 대한 월별 오차를 살

펴보면 풍속에 대해 RMSE가 월평균 2.8 ms
-1로 나타났

으며, Bias가 월평균 1.8 ms-1로 나타났다. 풍향은 월평균

49.3
o의 MAE를 보였다. 월별로 6~9월에 풍속의 대한 오

차가 가장 적은 반면에 풍향의 오차는 가장 크게 나타났다.

계절별로 관측소지점의 RMSE를 살펴보면 해발고도

가 낮은 지역인 평양, 사리원, 개성, 안주, 남포가 2.0~

3.1 ms-1의 오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고도가 높은 지역인 개마고원 일대의 중강, 삼지연, 강

계, 장진, 혜산, 풍산, 희천, 양덕 지역은 계절별로 오차

의 변동이 크며, RMSE가 2.8~5.2 ms-1로 나타났다. 연

평균으로 살펴보면 중강, 삼지연, 강계, 혜산, 구성, 장

진, 용연, 청진 등에서 3.5 ms
-1

 이상의 RMSE를 나타

내었다.

본 연구를 통해 산출된 1 km 해상도의 80 m 고도 북

한 풍력-기상자원지도는 대체로 산지 지역에서 풍속이

강하고, 평야 지역에서는 풍속이 약하게 분포하는 것으

로 나타나 지형에 따라 분포가 풍속에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다. 태백산맥, 함경산맥의 산악 지역과 개마

고원 지역에서 높은 풍속 분포를 보였으며 압록강의

하류 지역, 황해도와 평안남도의 서해안 지역에서 5 ms-1

이상 풍속의 분포를 보였다. 이와 같은 지역에서 풍

력발전에 용이한 바람이 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월별 풍력-기상자원지도를 보면 2, 3, 4월이 가장 높은

풍속 분포를 보이는 달들이고, 8, 9월이 가장 적은 풍속

분포를 보이는 달들이다. 월별 풍속의 분포를 바탕으로

계절별로 살펴보면 풍속의 세기가 봄, 겨울, 가을, 여름

순의 달들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월별로 풍속

이 강한 지역은 연평균과 유사한 지역에서 높은 풍속 분

포를 보였으며 특히 태백산맥과 함경산맥의 중심 지역

에는 모든 달에서 5 ms-1 이상의 풍속 분포를 나타나므

로 풍력발전에 연중 용이한 바람이 발생하는 지역임

을 알 수 있다.

연 최대풍속은 15~45 ms-1로 고산 지역일수록 높은

최대풍속을 나타내었으며, 주풍향 분포와 풍속 5 ms
-1

이상일 때의 주풍향 분포는 북한 대부분 지역이 북서

풍을 나타내고 있으며 강원도, 양강도 북부 지역과 자

강도 지역은 남서풍이 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풍향

비율은 북한의 내륙을 포함한 대부분 지역에서 20~45%

으로 나타났으며, 태백산맥과 함경산맥의 중심 부근에는

50% 이상으로 나타났다. 5 ms-1 이상 주풍향 비율은 앞

의 모든 풍속에 대한 주풍향 비율보다 감소하는 경향

을 보였으며, 5 ms-1 이상 풍속 비율은 함경도 북부 해안

부근, 평안북도 북부 지역, 황해도와 평안남도 서부 지

역에서 5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약 반년 이상 동

안에 5 ms-1의 풍속이 발생하는 지역인 것을 확인 할 수

있어 풍력단지 조성에 좋은 조건의 지역임을 알 수

있었다.

북한은 풍력에너지를 포함한 신재생에너지의 활용을

위해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결과는 북한에 에너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풍

력에너지의 활용에 있어서 중요한 바람를 정보를 상세

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

를 통해 작성된 북한 풍력-기상자원지도는 남북의 에너

지 기술교류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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