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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부분의 기상 련 자료가 기상청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과거와 달리 한국 력에서 자체 으로 구축한 가공송 선로 풍속시스템
은 국의 송 철탑 정부에 풍속계를 설치하여 철탑에 가해지는 풍압을 
산출 할 수 있게 되었다. 2003년 많은 설비피해를 입혔던 태풍매미의 래
습을 계기로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풍속과 해발고도가 높은 산야를 경유
하는 철탑 풍속의 비교를 통해 국지 으로 발생하는 돌풍에 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한다. 태풍이 많은 일본의 구주 력에서도 
자체 으로 풍 측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 하고 있으며, 연간,월간 
지역별 최 풍속과 순간최 풍속을 측정, 분석 활용할 수 있다.

1. 서    론

  최근 들어 한반도에 래습하는 태풍은 지구온난화와 환경 괴의 주범
인 온실가스의 증가로 풍속 측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지난 2003
년에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매미는 우리나라 측이래 최  순간풍속을 
갱신했을 뿐만 아니라 거제지역의 철탑을 도괴, 손등 력설비에 엄청
난 피해를 가져왔다. 
기상청에서 리하는 기상 측시스템은 그 수가 제한 일 뿐만 아니라 
부분 도심과 가까이 치하고 있어 한 의 송 설비가 지나가는 산과
는 일정한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어 송 설비에 한 정확한 향을 
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한 국지 으로 발생하는 풍속에 한 정확한 
측이 곤란하여 국52개소의 송 철탑에 설비를 구축하고 2006년 12

월에 한국 력공사 자체 으로 시스템을 구축하여 연간,월간 지역별 최
풍속과 순간최 풍속을 취득하여 송 선로 풍하 설계에 한 연구자
료로 활용할 수 있다. 

2. 본    론
  2.1 시스템 구축
  2.1.1 풍속관측시스템 구성도

그림1 풍속관측 시스템 구축 

  2.1.2 풍속관측센서 : 음 형( 국 Gill社 제품으로 풍속과 풍향을 
원격으로 취득하며 풍속모형도는 아래와 같다.

그림2 Windsonic
        

그림3 WindObseber Ⅱ

  2.1.3풍속계 현장 설치사진
풍 속 계 

그림4 철탑풍속계 설치

 

  2.1.4 관측시스템 풍속분석
  본 시스템을 활용하여 국 49개소 송 철탑이 설치된 지 의 최 풍
속  순간최 풍속을 연간,월간으로 기록하여 분석하여 매년 한반도에 
상륙하고 있는 태풍의 진로를 따라 송 선로 철탑에 가해진 풍속의 추
이를 분석 할 수가 있다.
한 시스템이 설치된 06년이래 연간풍속을 비교하여 풍속의 추이를 

찰. 송 설비 건설과 유지보수에 용하여야 할 것이다.
태풍이 유난히 많은 일본의 구주 력 한 NewMek 풍 측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과 산업계가 공동으로 풍속에 한 연구를 지속 으로 시
행하고 있다. 큐수 역에 약20km마다 1개소씩 123개소에 풍속측정시스
템을  운 하고 있으며, 1995년부터 데이터의 축 을 통해 송 설비의 
운 기 에 용하고 있다. 

그림6 전국 풍속관측 시스템 설치개소

  2.1.5 바람의 성질과 방향
공기의 움직임은 풍향과 풍속의 벡터량으로 표시하고 있다. 풍향은 남북
방향 기 으로 16방 로 표시하고 있으며 풍속은 m/s 단 를 사용한다. 
 바람의 방향은 수평이 99%이며 수직으로는 1%에 불과하며 풍력은 보
퍼트 풍력계 으로 나타낸다.

 그림7 풍향의 16방위

 

그림8 풍속, 풍향의 표시

Solar 

Cell

그림5 풍속계 부속품 설치

2009년도 대한전기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2009. 7. 14 - 17



- 388 -

그림10 3개년도 지역별 순간최대풍속 비교

  2.2 2008 연간풍속 자료분석
   2.2.1 연간풍속자료 집계

표1 2008년 연간 풍속자료

   2.2.2 풍속측정 및 분석결과 
2008년 지역별 최 풍속 측정  분석결과 부분의 지역(Ⅰ,Ⅱ,Ⅲ)에서 
지역별 기  풍속값(10m 지상고 기 )을 만족하나 제천지역(지상고 
10m 높이 환산값32.5m/s)은 기  최 풍속을 약간 상회하고 있다.
2008년 지역별 순간최 풍속 측정  분석결과 부분의 지역(Ⅰ,Ⅱ,Ⅲ)
에서 기 풍속값(10m 지상고 기 )을 만족하나 정산 지역(지상고 
10m 높이 환산값 49.2m/s)은 기  순간 최 풍속을 상회하고 있다.
2006년 풍속 측시스템 설치이래 축 된 데이터분석과 2008년도 지역별 
최 풍속은 2006,2007년에 비해 반 으로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08년도 지역별 순간최 풍속은 년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지만 정
산, 제천,경주,해남지역은 년에 비해 큰 풍속값이 발생하 다.
풍속값은 기상청에서 측정한 치와는 다르게 철탑의 정부에서 측정한
값으로 실제 송 철탑에 미치는 풍압이라고 할 수 있다.

  2.2.3지역별 최대풍속(06～08년)

그림9 3개년도 지역별 최대풍속 비교

  2.2.4지역별 순간최대풍속((06～08년))

3. 결    론

  3개년도 측정한 풍속값은 한  설계기 에 명시한 지역별 기 속도압 
 최 풍속 기 에 만족한 값을 나타내고 있다. 3년이라는 짧은 기간동

안에 축 된 풍속의 데이터 값만으로 단할 수는 없지만 그동안 설계
기 에 의거 일률 으로 용한 기 속도압  최 풍속은 설계의 편의
성 때문에 표 설계를 하 으나 ,장기간(5~20년) 데이터를 분석하고 
기 과 방향을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9,그림10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3개년도 최 풍속과 순간최 풍속은 비슷한 경향을 보이지만 
일부지역에서 평균보다 큰 풍속값이 측정되었다. 국지 인 돌풍이나 태
풍등에 의해 한계풍속값이 과되면 철탑은 도괴되거나 손 등의 설비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기상청에서 측정하는 풍속 한  철탑에 설치된 자료의 비교를 통해 국
지 으로 풍속증가가 심한 지역에 건설되는 철탑은 특수하게 설계에 반
하여야 한다. 한 그동안 표 설계로 인한 과다 설계부분에 한 검
토도 병행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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