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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요즈음, 건물 대지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건축설계를 

하는 대부분의 경우를 살펴보면, 건축기본설계 설명서에 

바람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건축설계 

설명서에 의하면, 서울의 바람은 겨울철에 주로 북서풍이 

불고 여름철에 남동풍이 분다고 한다. 동부아시아몬순에 

속한 한반도는 겨울철 주풍향이 북서풍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실제로 기상청 관측소의 관측 자료에 의하면 서

울의 겨울철 바람은 북서풍보다는 서북서풍이 많이 분다. 

여름철에는 남동풍 보다는 북동풍이 주로 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연 상태의 바람을 이용하여 보다 쾌적한 

실내 공간과 외부 공간을 만들고, 친환경디자인을 하는 

환경설계를 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 되는 바람자료

의 분석 연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앞으로는 장기간 

측정된 기상관측 자료를 분석 검토하여 보다 의미 있고 

사용 가능한 사실적 바람자료를 만들어 바람에 관한 고

려를 좀 더 심도 있게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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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건축 설계를 하면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은 바람

에 의한 향을 고려하는 일이다. 바람은 지리적 위치 뿐 

만 아니라 지형의 향을 받아 크게 좌우되므로 도시마

다 국지적으로 미시기후 적 성격을 띠고 있다. 환경친화

건축 즉 지속가능한 디자인을 통하여 자연을 보존하고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것은 우리가 자연을 잘 사용하

고 보존하여 덜 훼손된 자연, 지구환경으로 후손에게 물

려주는 대상물로 인식하는 아주 중요한 사고방식이다. 

환경친화건축 디자인, 친환경건축 설계는 요즈음 갑자

기 나타난 신 개념은 아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자연 속에

서 보다 쾌적한 실내공간을 만들기 위하여 고심한 흔적 

속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전통건축, 풍토건축에서 자연을 

이해한 조상들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지역 바람

특성에 맞도록 디자인한 건물들을 보면 공기의 흐름인 

바람을 이해하고 이를 잘 사용한 사례들을 무수히 만나

게 된다. 우리나라의 전통건축1)을 살펴보면, 북쪽에 뒷산

이 있어 센바람을 막아주고 앞쪽에 시냇물이 흘러 여름

철 시원한 바람을 유도할 수 있는 곳에 대부분 건물들을 

1) 이경회(1993), 한국 전통건축의 자연환경 조절방법과 그 원리
의 현대화, 대한건축학회지, 37, 5, pp 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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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웠다. 여름철 시원한 공간을 연출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대청마루 공간은 현대 과학으로도 명쾌하게 답을 

찾아낼 수 있는 최선책이었다. 우리가 다시 바람을 최대

한 이용하여 자연을 지킬 수 있는 환경친화디자인 즉 환

경설계를 하려면 과학기술이 제공하는 기상자료를 최대

한 활용하여 설계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바람자료

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서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주요 

도시의 바람 자료를 분석 정리하는 것은 시급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71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31까지 

30년 간 우리나라 기상청에서 집계한 기상자료2)를 이용

하여 32개 중소도시와 대도시의 바람자료를 분석하 다. 

친환경 건축설계를 위한 기초 자료가 되도록 서울시의 

바람 관측횟수와 평균풍속, 최대풍속을 풍향별로 분석하

고, 각 도시의 최대풍속과 평균풍속의 상관성을 파악하

며 풍향을 분석하 다. 내륙도시와 해안도시로 나누어 도

시 특성에 따른 바람 특성을 파악하 고, 각 도시의 겨울

철과 여름철의 평균풍속을 분석하 다. 지역 별로 32개 

도시의 월별 풍향을 주풍향과 부풍향으로 변화 경향을 

분석하여, 풍속 풍향에 따른 환경설계 디자인이 가능하도

록 바람자료를 제공하 다. 

바람에 관한 기존 연구는 지금 까지 주로 기상학자들

에 의하여 이루어져3)4) 왔었다. 따라서 건축 분야의 환경

설계에 적용할 수 있는 자료로 제공되지 못하 다. 서울

지방의 10년 간(1981년-1990년) 시간별 평균풍속 자료를 

분석하여 월별, 계절별, 오전 오후별 풍속 풍향을 분석하

고, 확률분포에 의한 와이블 분포를 예측한 연구5)를 필두

로 건축분야의 바람자료 연구가 진행되었다. 8개 주요 도

시를 대상으로 최대풍속의 재현치를 추정한 논문6), 부산 

경남지역의 AWS(Automatic Weather System) 기상 데

이터를 사용하여 기후 존 설정을 한 연구 논문7), 서울지

역을 대상으로 기후설계프로세스를 제안한 계절별 풍향 

빈도수 바람자료 연구 논문8) 등이 있다

2. 바람자료 분석

2) 기상청(2001), 한국기후표, 기상청.

3) 최길수(1981), 부산지방의 해륙풍 특성에 관하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 김민정 외(1998). 한반도 남서연안의 국지풍순환과 지형성 강

수에 관한 연구, 한국기상학회지, 34(1), pp.128-146.  

5) 윤재옥(1992). 서울지역의 바람특성과 확률분포(와이블분포)를 

이용한 풍향, 풍속 예측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8(4), pp.145-152.

6) 하 철 외(1998). 풍향별 풍속의 재현기대값 추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춘계학술발표논문집(구조계), 18(1), pp.607-614. 

7) 이정재 외(2001). AWS 기상 데이터를 이용한 부산, 경남 지

역의 기후존 설정에 관한 기초적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1(1), pp.661-664.

8) 송승 (2001). 기후특성과 이를 이용한 기후설계 프로세스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1(2), pp.841-844.

2.1 서울 기상청 바람자료 분석 

평균풍속과 풍향 자료를 얻기 위하여 기상청의 30년간 

자료를 모은 한국기후표를 사용하 다. 표1.은 서울의 풍

향별 관측횟수 백분율, 풍향별 평균풍속을 월별로 정리한 

월평균풍속과 풍향별 최대풍속이다. 모든 자료 즉 풍향별 

관측횟수의 백분율, 풍향별 평균풍속, 풍향별 최대풍속은 

매시(1일 24회) 관측 치로부터 구한 값이다. 풍향별 관측

횟수의 백분율은 16방위의 값을 나타내었고 0.3 m/s 이

하의 바람은 정온상태(calm)로 간주하여 별도로 분류하

다. 풍향별 관측횟수 백분율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풍향

을 주풍향9) 으로 하 으며, 백분율이 두 번째로 큰 풍향

을 부풍향 으로 하 다. 풍향별 평균풍속에서 평균풍속이 

가장 큰 방위를 살펴보았고, 최대풍속은 한국기후표에서 

제시한 풍향별 최대풍속 자료를 사용하 다.

서울의 경우 1월의 바람은 서북서풍(WNW)이 21.0 %

로 주풍향 이었고 서풍(W)이 17.2 %로 부풍향 이었다. 1

월, 2월의 주풍향은 서북서풍(WNW) 이었고 주로 서북서

풍, 서풍 바람이 많이 불었다. 3월, 4월, 5월, 6월의 주풍

향은 서풍(W) 이었고 부풍향은 서북서풍(WNW) 또는 서

남서풍(WSW) 으로 서쪽 방향에서 부는 바람이 주를 이

루었다. 7월이 되면 북동쪽에서 부는 바람의 빈도수가 

13.7 %로 서쪽에서 부는 바람 보다 많아지기 시작하 다. 

7월부터 10월까지 북동풍(NE)이 주풍향(19.2 %∼13.7 %)

이 되었고 동북동풍(ENE)이 부풍향(18.1 %∼12.6 %)이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서풍은 14 %∼10.4 %로 상당히 

자주 불었다. 11월, 12월에는 다시 서북서풍(WNW)이 주

풍향이 되었다. 일년 내내 전년의 바람 방향 즉 풍향을 

보면 주풍향이 15.2 %로 서풍(W)이었고, 부풍향은 13.2 

%로 북동풍(NE) 이었으나, 서북서풍(WNW)도 13.1 %로 

상당히 많이 불었다. 

바람이 거의 불지 않는 정온상태(calm)도 5.2 %로 상

당한 수준을 나타냈다. 정온상태 보다 관측횟수 빈도수가 

낮은 풍향은 남남동풍, 남동풍 등 9 풍향(NNE, E, ESE, 

SE, SSE, S, SSW, NNW, N) 이었다.

풍향별로 살펴 본 서울의 월별 평균풍속은 1.1 m/s∼

3.8 m/s 로 관측 빈도수가 낮은 풍향의 평균풍속도 따라

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남풍, 남남서풍, 북북서

풍은 출현 빈도수는 낮으나 평균풍속이 높게 나타난 것

은 최대풍속에 의한 향으로 여겨진다. 일년 내내 서북

서풍, 서풍, 남서풍의 평균풍속이 높게 나타났다. 매시 풍

속의 최대풍속만을 나타낸 풍향별 최대풍속은 3.2 m/s∼

16.7 m/s 로 남풍이 가장 세게 불었고, 남서풍, 서풍, 남

남서풍 순으로 최대풍속이 낮아졌다. 전년으로 보면, 풍

향별 관측횟수가 가장 큰 서풍이 평균풍속도 가장 높았 

9) 주풍향은 빈도수(관측 횟수 백분율)가 가장 높은 풍향을 뜻하며 

부풍향은 주풍향 다음으로 자주 바람이 부는 방향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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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자료: 기상청(2001), 한국기후표, p.482, p515           

으며(3.2 m/s), 최대풍속도 15.7 m/s 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친환경 설계를 하기 위한 서울 지방의 바람이용 

계획은 계절별로 나누어볼 수 있다. 12월, 1월, 2월 겨울철

평균을 제외한 회색 부분은 최고치

에는 풍향별 관측횟수 백분율이 주풍향인 서북서풍과 부

풍향인 서풍을 합하여 35.1 %∼39.5 % 로 가장 많았다. 

주풍향이 풍향별 평균풍속 최대풍향이고 풍향별 최대풍속

표 1. 서울의 월별 풍향별 관측횟수의 백분율, 평균풍속 및 최대풍속(30년간 자료)

                   월

요소

1

JAN.

2

FEB.

3

MAR.

4

APR.

5

MAY.

6

JUN.

7

JUL.

8

AUG.

9

SEP.

10

OCT.

11

NOV.

12

DEC.

전년

ANNUAL

풍향별 

관측횟수의

백분율

(%)

정온 CALM 4.2 3.5 3.4 3.6 5.0 6.1 6.0 6.3 6.6 7.3 5.4 5.0 5.2

북북동 NNE 5.3 3.7 3.6 2.9 2.6 2.4 2.6 3.3 4.5 5.3 5.5 5.2 3.9

북동 NE 11.7 10.1 9.2 9.0 9.4 11.0 13.7 19.1 19.2 15.2 15.9 14.7 13.2

동북동 ENE 11.7 10.2 10.9 10.7 10.4 11.5 12.6 16.7 18.1 13.5 14.1 10.9 12.6

동 E 2.0 2.7 3.5 4.1 3.1 3.8 3.8 4.5 3.9 3.5 2.7 2.4 3.4

동남동 ESE 0.5 0.7 1.1 1.5 1.4 1.9 2.0 2.0 1.5 1.4 0.7 0.5 1.3

남동 SE 0.4 0.5 0.8 1.4 1.5 1.8 2.3 2.2 1.4 0.9 0.6 0.4 1.2

남남동 SSE 0.4 0.3 0.7 1.0 1.2 1.6 2.0 1.6 1.1 0.8 0.5 0.4 1.0

남 S 0.6 0.7 1.3 1.9 2.0 2.1 2.6 1.7 1.0 1.2 1.0 0.8 1.4

남남서 SSW 1.5 2.0 3.0 3.7 4.7 3.9 7.0 4.3 2.2 2.1 2.3 1.8 3.2

남서 SW 3.2 4.8 7.8 11.0 12.4 10.4 12.6 7.6 4.5 4.0 4.3 3.3 7.2

서남서 WSW 5.8 8.4 10.3 12.6 13.3 12.6 10.2 7.5 5.3 5.8 4.9 5.2 8.5

서 W 17.2 18.9 18.3 17.3 17.6 16.7 11.3 10.4 11.0 14.0 14.2 15.6 15.2

서북서 WNW 21.0 20.6 16.5 11.5 9.2 8.1 6.0 6.5 9.0 13.0 16.4 19.5 13.1

북서 NW 10.1 9.0 6.3 4.7 3.8 3.8 3.0 3.0 5.4 6.8 7.3 9.3 6.0

북북서 NNW 2.7 2.3 2.0 1.5 1.1 1.2 0.9 1.3 2.5 2.5 2.1 2.5 1.9

북 N 1.9 1.5 1.3 1.3 1.3 1.2 1.3 1.7 2.9 2.8 2.1 2.4 1.8

풍향별

평균풍속

(m/s)

북북동 NNE 1.3 1.3 1.4 1.4 1.2 1.1 1.2 1.2 1.1 1.1 1.2 1.3 1.2

북동 NE 1.6 1.8 1.9 2.0 1.7 1.7 1.9 1.9 1.7 1.4 1.6 1.5 1.7

동북동 ENE 2.2 2.4 2.5 2.4 2.3 2.1 2.2 2.1 2.0 1.8 2.1 1.8 2.1

동 E 1.9 2.0 2.2 2.2 1.7 1.6 1.7 1.7 1.7 1.5 1.6 1.7 1.8

동남동 ESE 1.4 1.8 1.7 1.8 1.6 1.6 1.6 1.5 1.4 1.4 1.3 1.4 1.6

남동 SE 1.2 1.5 1.7 1.7 1.5 1.6 1.6 1.6 1.4 1.4 1.4 1.3 1.6

남남동 SSE 1.4 1.4 1.7 1.9 1.7 1.7 1.6 1.9 1.6 1.4 1.4 1.6 1.7

남 S 1.6 1.7 1.9 2.5 2.1 2.0 2.1 2.1 1.7 1.8 1.7 1.8 2.0

남남서 SSW 2.4 2.9 3.1 3.4 3.3 2.8 3.3 3.1 2.8 2.7 2.5 2.8 3.0

남서 SW 2.6 2.9 3.6 3.8 3.4 3.0 3.2 3.2 2.8 2.8 2.7 2.6 3.2

서남서 WSW 2.9 3.2 3.4 3.5 3.2 3.0 2.9 2.8 2.8 2.9 2.8 2.8 3.1

서 W 3.3 3.5 3.5 3.6 3.4 3.0 2.8 2.8 2.9 3.0 3.2 3.2 3.2

서북서 WNW 3.3 3.5 3.6 3.5 3.0 2.6 2.4 2.6 2.6 3.0 3.3 3.4 3.2

북서 NW 2.8 2.9 2.9 2.9 2.5 2.0 1.9 2.0 2.1 2.4 2.6 2.7 2.6

북북서 NNW 2.4 2.3 2.3 2.0 2.0 1.6 1.9 1.6 1.6 1.9 2.1 2.2 2.0

북 N 1.2 1.4 1.3 1.3 1.4 1.2 1.1 1.2 1.3 1.1 1.3 1.3 1.2

평균 av. 2.5 2.7 2.9 2.9 2.6 2.3 2.3 2.1 1.9 2.0 2.3 2.3 2.4

풍향별

최대풍속

(m/s)

북북동 NNE 5.0 6.7 5.7 5.0 6.2 6.7 6.3 6.3 6.8 8.8 7.0 4.7 8.8

북동 NE 7.0 9.7 8.3 8.0 9.3 7.3 7.0 10.0 7.0 11.0 8.3 6.3 11.0

동북동 ENE 9.3 7.7 10.7 7.7 11.0 8.3 8.0 8.0 9.3 6.0 9.7 6.3 11.0

동 E 9.0 6.8 6.7 7.3 4.7 6.3 6.0 5.7 5.0 5.7 6.7 4.7 9.0

동남동 ESE 4.7 4.3 8.0 5.7 6.0 4.7 8.3 6.0 4.3 4.3 3.3 3.7 8.3

남동 SE 4.0 4.0 3.7 6.7 4.0 4.5 4.7 7.7 4.3 4.0 4.5 3.2 7.7

남남동 SSE 3.2 3.0 5.2 7.0 5.7 5.0 4.7 8.2 5.3 5.3 4.3 7.3 8.2

남 S 4.3 5.7 6.8 16.7 10.8 7.8 8.7 10.7 8.3 7.7 7.5 9.0 16.7

남남서 SSW 8.7 10.0 11.7 15.0 14.0 12.5 10.5 12.3 11.2 10.0 10.3 10.7 15.0

남서 SW 8.3 10.3 13.7 16.3 11.7 9.7 11.2 11.7 11.0 9.7 9.7 8.3 16.3

서남서 WSW 11.0 10.8 11.3 12.3 13.3 12.7 8.3 10.5 10.0 12.0 13.0 12.7 13.3

서 W 15.7 12.7 12.0 15.7 11.0 8.7 8.3 8.3 10.0 14.7 11.3 13.3 15.7

서북서 WNW 11.5 10.3 13.3 12.2 10.7 8.0 6.7 10.7 10.3 10.0 11.7 13.0 13.3

북서 NW 11.7 9.5 10.0 9.0 8.3 6.0 7.8 5.8 8.3 9.2 9.0 10.3 11.7

북북서 NNW 7.7 7.7 7.0 7.5 8.7 5.7 6.3 6.7 5.3 6.7 7.0 8.0 8.7

북 N 6.7 6.3 5.7 5.7 5.7 8.0 5.0 7.8 8.2 5.0 6.3 5.3 8.2



기상청 자료를 이용한 도시의 바람자료 분석 연구 / 윤재옥

Journal of the KIEAE Vol. 3, No. 1  2003. 038

도 발생하므로 서북서풍, 서풍을 막기 위한 대책을 세워

야할 것이다. 북동풍, 동북동풍도 합하여 20 % 이상 자주 

불었으며, 1월의 경우 동북동풍 풍향별 평균 풍속이 2,2 

m/s 이므로 이에 따른 겨울철 방풍 안을 고려해야 할 여

지가 있다고 여겨진다. 나머지 풍향에서는 겨울철에 바람

이 거의 불지 않았다. 12월, 1월, 2월 월평균풍속도은 각

각 2.3 m/s, 2.5 m/s, 2.7 m/s 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3월, 4월, 5월 봄철에는 월평균풍속이 2.9 m/s∼2.6 

m/s(3달 평균: 2.8 m/s) 로 바람이 가장 세게 불었고 주

풍향은 서풍이었다. 서북서풍, 서풍, 서남서풍을 합하여 

관측횟수 백분율이 45.1 %∼40.1 % 로 16방위 중에서 대

부분을 차지하 으며, 풍향별 평균풍속 최대풍향도 남서

풍에서 3.8m/s∼3.4 m/s 로 나타났고, 풍향별 최대풍속도 

4월 16.7 m/s 로 가장 높았다.

여름철 바람은 6월부터 9월까지 유사한 경향을 보 다. 

다만, 계절이 바뀌는 3월, 6월, 10월은 각각 전 달의 향

을 많이 받아 환절기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었다. 여름철 

월평균풍속은 2.3 m/s∼1.9 m/s 로 연평균풍속인 2.4 m/s 

와 비교할 때 낮은 편이며, 북동풍, 동북동풍이 주로 불고 

남남서풍∼서풍이 풍향별 평균풍속의 최대풍향이었다. 여

름철의 자연통풍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주풍향 부풍향인 

북동풍, 동북동풍과 풍향별 최대풍속과 풍향별 평균풍속 

최대풍향인 남남서풍∼서남서풍 이 쉽게 일어나 맞통풍

이 될 수 있도록 건물 배치와 실 배치, 개구부 배치를 해

야 할 것이다.

10월, 11월 가을에는 평균풍속이 2.0 m/s, 2.3 m/s 로 

비교적 바람이 세지 않았고, 풍향별 평균풍속 최대풍향은 

서북서풍이며 풍향별 최대풍속은 서풍, 서북서풍 이었다. 

여름철과 겨울철의 향을 각각 받는 환절기 특성을 나

타내어 10월 주풍향은 북동풍이고 11월은 서북서풍 이었

으나, 북동풍과 동북동풍을 합한 백분율과 서풍과 서북서

풍을 합한 백분율이 각각 28.7 %, 27 % (10월)이었고 30 

%, 30.6 % (11월) 로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건물 외부 공간의 바람 이용 계획도 중요하나, 건물의 

개구부 배치계획, 차양계획과 내부 칸막이, 실 배치 계획, 

실 출입문 배치 계획 시 함께 고려하여 디자인하고, 서풍

을 적극적으로 이용한다면 단 시간에 자연환기가 이루어

져 건강한 실내 환경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2.2 최대풍속과 평균풍속

평균풍속은 최대풍속 보다 자료가 풍부하고 신뢰성이 

높은 자료를 쉽게 구할 수 있어 이용도가 크나, 최대풍속 

자료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건축분야에서도 건축구

조 등 강풍의 향을 다루는 곳에서는 최대풍속을 사용하

고 있으며, 건물 주위의 풍환경, 건물 내부에 미치는 환기

효과 등을 연구 하는 분야에서도 평균풍속 또는 최대풍속

을 사용하고 있다. 표1.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풍향별 

그림 1. 평균풍속과 최대풍속의 상관관계

Y=6.369732 X + 6.391668 (유의수준: 9.66E-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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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풍속이 큰 경우에는 풍향별 평균풍속도 크게 나타나 

상관성이 큰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는 30년간의 

기상자료를 정리한 바람 자료를 근거로 평균풍속과 최대

풍속의 상관관계를 규명하여 보았다.

한국의 서울기상청과 5개 지방기상청, 중소도시 기상대

와 관측소 중에서 관측기록이 10년 미만인 도시는 제외 

하고, 총 65개 도시의 최대풍속과 평균풍속의 상관관계를 

통계적으로 분석하 다. 그림1.은 65개 도시의 평균풍속

과 최대풍속의 상관관계를 회귀분석 그래프로 나타낸 것

이다. 평균풍속과 최대풍속은 정비례 관계를 나타내고 있

으며(Y=6.369732 X + 6.391668, Y:최대풍속, X:평균풍속) 

유의수준이 9.66E-12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최대

풍속과 평균풍속 중에서 어느 한 쪽의 값을 알면 나머지 

즉 평균풍속이나 최대풍속은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것으

로 여겨진다.

3. 겨울철과 여름철의 풍향 풍속

우리나라의 바람은 겨울철과 여름철 뚜렷하게 다른 경

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지역별로 도시별로 

분석하고 친환경설계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고

자 한다. 겨울철 바람은 가장 추운 1월로 하 고 여름은 

가장 더운 8월로 하 다. 

3.1 내륙도시와 해안도시

해안가 도시에는 바람이 많이 불고, 내륙도시에는 바람

이 적게 부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확인하여 

보고 해안으로부터의 거리를 알면 연평균풍속을 예측할 

수 있도록 시도 하 다. 기상청, 기상대가 있는 대도시를 

위주로 해안도시와 내륙도시를 구분하여 기상자료인 연

평균풍속과 거리의 관계를 분석하 다. 내륙도시와 해안

도시를 구분하기 위하여 지도상에서 해안으로부터 떨어진 

동서축 수평거리를 재어 해안으로부터 수평거리가 25 km 

이상 떨어진 도시는 내륙도시로 칭하고, 25 km 미만인 도

시는 해안도시로 구분하 다. 표2.는 서울, 전주, 광주 등 

해안으로부터 25 km 이상 떨어져 있는 내륙도시의 연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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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풍속과 해안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겨울(1월)과 여름(8

월)의 풍향 풍속을 나타낸 것이다10). 해안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도시 일수록 연평균풍속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

다. 서울의 경우는 연평균풍속은 2.4 m/s 이고, 1월 평균

풍속이 8월 평균풍속보다 0.3 m/s 컸다. 전주, 대전, 청주, 

철원 같은 다른 내륙도시의 경우 오히려 8월 평균풍속이 

1월 풍속 보다 0.3 m/s∼0.4 m/s  더 큰 경우도 있었다

그림2.는 내륙도시의 연평균풍속을 수평거리에 따른 관

계를 나타낸 것이다. 통계분석을 실시하여 구한 회귀 식

은 Y=-0.00854 X+2.362813 (Y:평균풍속, X:거리) 이었다. 

내륙도시의 연평균풍속은 해안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에 반

비례 하 으며 유의성(0.00497)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그림3.의 해안도시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거리에 따른 

의존도가 약하게 나타났다. 그림3.은 해안도시의 연평균풍

속과 거리를 나타낸 회귀 식이다 (Y=-0.1036 X+3.4852).  

 

표 2. 내륙도시 평균풍속과 여름, 겨울의 풍향․풍속

도시

명

거

리

km

연평

균풍

속

m/s

겨울(1월) 여름(8월)

평균

풍속 

m/s

주

풍향 

평균풍속 

최대풍향

평균

풍속

m/s

주

풍향

평균풍속 

최대풍향

서울 28 2.4 2.5 WNW WNW 2.1 NE SW

전주 35 1.3 1.1 NW NNW 1.4 SSE WSW

광주 40 2.2 2.2 NNE NNW 2.3 SSE SSW

안동 60 1.8 2.1 WNW WNW 1.5 ESE ESE

대전 80 1.7 1.4 NW WSW 1.8 SW E

대구 80 2.9 3.1 WNW WNW 2.9 E ESE

천안 90 1.4 1.4 WNW WNW 1.5 E E

청주 90 1.9 1.6 NW NW 1.9 SW ESE

원주 110 1.1 1.0 W W 0.9 SW WSW

춘천 120 1.4 1.3 SW WSW 1.3 N ENE

철원 120 1.7 1.3 SW W 1.7 NE NNE

충주 150 1.1 1.1 W WNW 0.9 W ESE

그림 2. 내륙도시 평균풍속과 거리의 상관관계

Y=-0.00854X+2.362813(유의수준: 4.97E-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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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와 그림3.을 사용하면 우리나라에서 해안으로부터

의 수평거리에 따른 연평균풍속을 예측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표3.은 각 도시의 기상관측소에서 해안까지의 거리가 0 

km∼25 km 이내인 해안 도시들의 연평균풍속과 해안으

로부터 떨어진 거리, 겨울(1월)과 여름(8월)의 풍향과 풍

속을 나타낸 것이다. 목포, 부산, 여수 등 해안에 가까이 

위치한 도시의 연평균풍속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내륙으

로 갈수록 바람이 약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목포

의 경우 1월 평균풍속이 4.8 m/s로 다른 도시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으며, 8월 평균풍속보다 1.1 m/s 더 컸다. 대

부분의 해안도시는 겨울바람이 여름 보다 0.9 m/s∼1.8 

m/s 더 세게 불었다. 부산과 통 은 예외적으로 1월과 8

월의 평균풍속이 동일하 고, 포항의 월평균풍속은 차이

가 적었다. 1월에는 주풍향이 주로 북서풍, 북북서풍이었

으며, 월평균풍속 최대풍향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8월의 

주풍향은 북동풍 또는 남서풍이 많았으며, 월평균풍속 최

대풍향도 비슷한 경향이 있었다.

그림 3. 해안도시 평균풍속과 거리의 상관관계

Y=-0.1036 X+ 3.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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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등풍속도선

한반도 지도위에 1월(겨울)과 8월(여름) 월평균풍속을 

등풍속선으로 나타내어 그림4.와 그림5.에 표시하 다. 1

월 월평균풍속이 8월보다 세게 나타났으며, 해안으로 갈

수록 풍속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강화, 의성과 같이 

점선 타원으로 표시된 지역은 월평균풍속이 주변 지역과 

달리 유난히 낮게 나타난 곳으로 관측지역 주변의 향

을 받은 것으로 여겨지며, 대관령, 장수 등은 해발고도가 

높아 주변보다 풍속이 높은 것으로 분석 된다(노장 해발

높이: 장수-407m, 대관령-843m).

4. 32개 도시의 월별 풍향 분석

 바람을 고려한 친환경건축설계를 하려면 건물을 세우

고자 하는 도시의 주풍향과 부풍향을 파악하고 그에 따

른설계를 해야 한다. 표4.와 표5.는 해안도시와 내륙도시

를 나누어 32개 도시별 월별 주풍향과 부풍향을 나타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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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해안도시 평균풍속과 여름, 겨울의 풍향․풍속

도시

명

거

리

km

연평

균풍

속

m/s

겨울(1월) 여름(8월)

평균

풍속

m/s

주

풍향 

평균풍속 

최대풍향

평균

풍속

m/s

주

풍향

평균풍속 

최대풍향

목포 0.8 4.2 4.8 NNW NW 3.7 S SSW

부산 1.0 4.0 4.1 NW WSW 4.1 NE SSW

여수 0.5 3.9 4.8 NW WNW 3.5  NE N

제주 0.5 3.8 4.9 NNW NNW 3.2 ENE ENE

울진 0.5 3.7 4.2 W W 3.1 N N

인천 0.7 3.4 3.7 NW NW 2.8 SW SSE

완도 0.2 3.0 4.0 NNW NNW 2.4 ESE ESE

포항 0.2 2.9 3.1 SW NE 3.0 SW N

통 0.2 2.5 2.6 NNW SSW 2.6 NE WSW

강릉 5 2.6 3.5 SW SSW 1.7 SW SW

울산 12 2.2 2.6 NNW NNW 2.1 NE NE

진주 22 1.8 1.8 NNW NNW 1.7 S SSW

것으로 주풍향은 실선, 부풍향은 점선으로 표시하 다. 해

안도시의 경우 속초, 인천 등은 1월에 북서풍, 서풍이 주

로 불고 8월에 남서풍이 불었다. 서울과 이천 내륙도시의 

경우 1월에 서북서풍, 서풍이 많이 불고, 8월에 북동풍이 

불었다. 대부분의 도시는 여름과 겨울철의 주풍향이 바뀌

었다.

5. 결 론

우리나라 32개 중소도시와 대도시의 풍향, 풍속을 분석

하 다. 30년간의 자료인 한국기후표를 이용한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서울은 1월(겨울) 서북서풍, 서풍이 주로 불고 월평

균풍속이 2.5 m/s 이었으며 봄철인 3,4월 평균풍속이 2.9 

m/s로 가장 세게 불었다. 

2) 10년 이상 기상관측을 한 65개 도시의 기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대풍속과 연평균풍속은 정비례하고 있으

며, 통계처리에 의한 회귀 식 (Y(최대풍속)=6.369732 X

(연평균풍속) + 6.391668)으로 최대풍속을 예측 가능하리

라 여겨진다(유의수준: 9.66E-12).

3) 연평균풍속은 해안으로부터의 수평거리에 반비례하

며, 내륙도시의 경우 회귀분석 결과 풍속은 (Y)= 

-0.00854 X + 2.362813 (유의수준: 0.00497) 이었다. 해안

도시는 내륙도시에 비하여 연평균풍속이 크게 나타났다. 

4) 등풍속도선을 한반도 지도에 나타내어 연평균풍속

을 예측할 수 있도록 제시하 다.

5) 32개 도시의 월별 주풍향과 부풍향을 표시하 다. 

여름철과 겨울철 풍향을 분석하면, 해안도시의 경우 1월

에 북서풍, 서풍이 주로 불고 8월에 남서풍이 불었다. 내

륙도시의 경우 겨울에 서북서풍, 서풍이 많이 불었다.

보다 많은 도시의 장기적 기상자료를 분석하여 건축에 

적용 가능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림 4. 1월(겨울) 등풍속선     단위: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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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8월(여름) 등풍속선     단위: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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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해안도시의 월별, 전년 주풍향, 부풍향

      월  

 도시
1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년

동

해안

도시

강릉

대관령

속초

울산

울진

포항

서

해안

도시

강화

인천

서산

부안

보령

군산

목포

남

해안

도시

완도

여수

통

부산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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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내륙도시의 월별, 전년 주풍향, 부풍향

       월

 도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년

내륙

도시

거창

광주

대구

대전

서울

안동

원주

이천

전주

천안

청주

추풍령

춘천

충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