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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Change of Wind Speed in South Korea:
In Case of January and August
Seungho Lee*
요약 : 이 연구에서는 겨울과 여름철의 풍속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남한 13개 지점의 1961년부터 2010년까지
1월과 8월의 평균풍속과 최대풍속, 강풍일수, 폭풍일수를 분석하였다. 평균풍속과 최대풍속은 1월과 8월에 해
안에 위치한 부산, 제주, 울산, 포항에서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속하였다. 강풍일수와 폭풍일수도 해안에 위치한
지점에서 감소한 경향이다. 1월 풍속이 크게 감소한 지점에서 풍속과 평균기온 사이에 비교적 높은 음의 상관
관계가 있는 반면, 8월에는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낮다. 또한 강풍일(평균풍속 5m/sec 이상일)과 폭풍일(일
최대풍속 13.9m/sec 이상일)의 빈도가 비교적 높은 지점에서는 1월평균기온과 1월의 강풍일 및 폭풍일수 사이
에 비교적 높은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 이는 1월의 바람 특성이 기온상승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
다.
주요어 : 평균풍속, 최대풍속, 강풍일수, 폭풍일수

Abstract :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change of wind speed during winter and summer seasons for
50 years(1961-2010). It were analyzed the mean wind speed, maximum wind speed, windy days and storm
days on January and August of 13 weather stations in South Korea. The mean wind speed was decreased in
the coastal region(Busan, Jeju, Ulsan, Pohang) in winter and summer seasons. Also it was similar to windy
day. The relationship between wind speed and mean temperature has negative correlation in winter season.
The relationship is low in summer season. The number of windy day and storm day has negative relation
with monthly mean temperature.
Key Words : mean wind speed, maximum wind speed, windy day, storm day

1. 서론

2008; Lee and Kwon, 2004)를 통하여 전구적인 기온
상승이 한반도의 강수량 변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전지구적인 기온상승은 그 자체뿐만 아니라

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IPCC(2007)에 의하면 최근

다른 기상요소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주목 받고 있다.

(1979-2005년) 몽골과 중국의 화북지방을 포함한 아

이미 여러 연구(Park et al., 2008; Choi and Kwon,

시아에서 급격하게 기온이 상승하는 경향이 확인되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330-B00278).
* 건국대학교 이과대학 지리학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Konkuk University), leesh@konk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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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와 같은 기온상승 추세가 계속된다면 아시아

한국에서는 바람 특성의 변화에 관한 연구가 미미

대륙과 주변 해양 사이의 온도 차이가 적어지면서 한

하며, Choi and Moon(2008)과 Byon et al.(2011)의 연

반도의 강수량 분포는 물론 바람의 특성에 영향을 미

구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Choi and Moon(2008)은 한

칠 수 있다.

국에서 최대순간풍속의 극값이 증가하였지만, 이는

바람은 인간의 체감온도에 영향을 미쳐 겨울철의

특정 지역에서 특정 시기에 발생한 바람이 전체적인

바람 냉각(wind chill)지수와 여름철의 불쾌지수에 영

경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

향을 미친다(Choi and Kang, 2002). 풍속은 체감온도

세라고 하였다. Byon et al.(2011)은 NCEP 재분석 자

를 낮추는 역할을 하므로 겨울철의 풍속 감소는 체감

료를 이용하여 대륙별 풍속의 변화경향을 분석하고,

온도를 높일 수 있지만, 여름철의 풍속 감소는 불쾌지

2000년대 초반 풍속이 증가한 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

수를 높일 수 있어서 풍속 감소로 인한 새로운 문제를

임을 밝혔다.

야기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풍속의 감소는 최근 신

이와 같이 풍속의 변화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

재생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는 풍력 에너지의 이용에

지만 기온이나 강수량 등에 비하여 미진한 편이다. 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풍력발전 단지에서 풍속이

는 바람 자체의 중요성의 문제보다 다른 요소와 달리

감소하면서 에너지 효율이 낮아질 수 있다.

관측소 주변의 지형·지물의 변화에 의해서도 쉽게

IPCC(2007)의 제4차 보고서에서는 지역별 바람

변화할 수 있어서 장기적인 변동을 파악하는 것이 어

특성의 변화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았다. 그만큼 현재

렵다는 점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

까지 바람 특성의 변화는 기온과 강수량에 비하여 주

적으로 바람을 자원으로 이용하고, 바람으로 인한 재

목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외국에서는 바람 특성의 변

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바람 특성의 변화에 대한 연

화와 지역 규모의 기온이나 전구적인 순환과의 관계

구가 필요하다.

를 밝힌 연구가 있다. Pirazzoli and Tomasin(2003)

이 연구에서는 비교적 장기간 관측 기록을 보유하

은 이탈리아의 지중해 연안과 아드리아해 연안의 17

고 있는 기상관측지점을 대상으로 1월과 8월의 풍속

개 기상관측지점의 바람 특성을 분석하여 1951년부

변화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각 관측지점

터 1970년대까지 풍속이 뚜렷하게 감소하였음을 밝

의 평균풍속과 최대풍속, 최대순간풍속, 강풍일, 폭

혔다. 그 외에 풍속이 감소하고 있다는 연구는 다

풍일수 등을 분석하였다.

수 진행되었다. 예를 들면, Tuller(2004)는 캐나다에
서 관측기간이 긴 태평양 연안 4개 관측소를 대상으

2. 연구자료 및 방법

로 연구하여 정온의 비율이 증가하는 반면 높은 풍속
의 빈도가 감소하고 있음을 밝혔다. Xu et al.(2006)은
1969-2000년 동안 중국을 대상으로 연구하여 연평균
풍속과 5m/sec 이상일수가 감소하였고, 이는 기온상

이 연구에서 이용된 자료는 기상청에서 관측하는 1

승이나 태양복사량의 증가와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월과 8월의 매시간(1일 24회) 풍속과 일 최대풍의 풍

Guo et al.(2011)도 중국을 대상으로 연구하여 풍속

속, 일 최대순간풍의 풍속이다. 1월은 한반도에서 겨

이 감소하고 있고, 특히 봄철의 풍속 감소가 두드러져

울철 대표적인 기압계인 서고동저형의 기압배치가

서 연평균 0.021m/sec의 비율로 감소한다고 하였다.

가장 빈번하게 출현하는 시기이며, 8월은 여름철 대

Brazdil et al.(2009)은 체코의 대부분 지역에서 정온

표적 기압계인 남고북저형의 기압계가 가장 빈번하

의 비율이 증가한다고 하였고, McVicar et al.(2008)

게 출현하는 시기이다(Lee, 1995).

은 오스트레일리아의 관측소 중 88% 지점에서 풍속

분석 대상 지점은 서울, 인천, 강릉, 울릉도, 추

이 감소하고 있으며 그 경향은 연평균 0.009m/sec에

풍령, 전주, 대구, 포항, 울산, 부산, 목포, 여수, 제

이른다고 하였다.

주 등 13개 관측소이며(Figure 1), 분석 기간은 1961- 3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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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의 50년 동안이다. 1950년대에는 한국전쟁으
로 일부 관측소에서 관측이 누락된 기간이 포함되어
있어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각 관측지점의 풍속계
고도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추풍령은 풍속계의 고
도가 최고 20.7m에서 최저 9.5m까지 크게 변하였으
므로 분석 결과가 큰 의미를 갖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
다. 또한 고도가 높아질수록 풍속이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관측소의 고도가 1997년 이후 23.6m에서
18.2m 낮아진 대구에서 풍속이 감소하거나 1998년
이후 8.9m에서 18.4m로 높아진 전주에서 풍속이 증
가하는 것은 풍속계의 고도 변화에 의한 영향이 크다
고 할 수 있다. 광주는 관측소 자체가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였으므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평균 풍속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 관측지점
별로 1월과 8월 평균풍속의 회귀식에 의한 변화율을
산출하고, 지도화 하였다. 변화율을 구한 후 풍속의
감소경향이 뚜렷한 지점과 감소율이 낮은 지점을 선
정하여 1961-2010년 동안의 변화 경향을 파악하였다.
최대풍속의 경우도 평균풍속과 같은 방법으로 분
석하였다. 최대풍속은 하루(00∼24시) 중 임의의 10

Figure 1. Analyzed weather stations in this study.
분석에 이용된 기상관측 지점 연구자료 및 방법

분간 가장 높은 평균풍속을 의미한다. 최대순간풍속
은 분석기간 중 자료가 누락된 사례가 있어서 분석에

Table 1. The height of anemometer by stations.
Stations

The height of anemometer(m)*

Gangneung
Seoul

14.0 → 11.0(1985) → 14.0(2002)
11.5 → 10.0(1999)
14.0 → 11.0(1985) → 14.0(2002)

Incheon
Ulleungdo
Chupungnyeung

7.7 → 10.3(1981) → 10.0(1999)
13.8 → 16.3(1988) → 20.7(1999) → 10.0(2002) → 20.7(2005) → 9.5(2007) → 10.0(2008)

Pohang

5.2 → 10.8(1958) → 15.5(1987) → 13.2(1993) → 15.2(1999) → 13.2(2004) → 15.4(2006)

Daegu

23.6 → 18.2(1997)
8.9 → 18.4(1998)

Jeonju
Ulsan
Gwangju
Busan

10.8 → 17.5(1998) → 12.4(1999) → 12.2(2006) → 12.0(2008)
12.6 → 15.4(1960) → 17.5(1992)

Mokpo

17.8
5.8 → 15.8(1964) → 15.5(1998)

Yeosu
Jeju

10.5
10.5 → 11.5(1985) → 12.3(1987) → 14.4(1998) → 15.0(1999) → 12.3(2004)

* The number of blank is the years.(data: K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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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제외하였다.
풍속의 변화와 더불어, 강풍일과 폭풍일수의 변화
를 파악하였다. 강풍일은 Lee(1979), Lee(1986) 등에
의하여 일평균 풍속 5m/sec 이상인 날로 정의되었으
며, 이 연구에서도 그 정의를 따랐다. Xu et al.(2006)
등 일부 연구에서는 이런 날을 바람일(wind day)로 정
의하였다. 폭풍일은 한국 기상청의 정의에 따라서 일
최대풍속이 13.9m/sec 이상인 날로 정의하였다. 강풍
일과 폭풍일수도 평균풍속의 경우와 같이 변화율을
구하고 지도화 하였다. 또한 같은 방법으로 감소경향
이 뚜렷한 지점과 증가경향이 있는 지점을 선정하여
이동평균을 구하고 그 변화경향을 파악하였다. 각 변
화율은 선형회귀분석 기법으로 구하였으며 t 검정에
의하여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유의하지 않은 지점은
지도에 빈 삼각형으로 표시하여 구분하였다.
풍속의 변화와 지역적 규모의 기온변화와의 관련
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달
의 평균풍속 및 최대풍속, 강풍일, 폭풍일과 해당하
는 달의 평균기온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Figure 2. The ratio of the change (m/sec/year) of the
mean wind speed on January in South Korea for 19612010 (Solid triangles represent trends significant at the
5% level). 한국의 1월 평균풍속의 변화율 분포

3. 평균 풍속의 변화

Figure 2는 연구기간 한국의 1월 평균풍속의 변화
율을 나타낸 것으로, 제주의 1월 평균풍속 변화율은

평균풍속이 증가하는 경향이지만, 두 지점은 관측환

연간 -0.058m/sec로 분석지점 중에서 가장 커서 풍

경 변화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속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인

Figure 3은 1월의 평균풍속 변화율이 가장 크면서

천의 변화율도 연간 -0.041m/sec로 감소폭이 크다.

해안에 위치하는 제주와 내륙에 위치하는 서울의 1월

그 외에 부산(-0.039m/sec), 울산(-0.032m/sec)도

평균풍속 편차의 연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제주에서

변화율의 절대값이 0.03 이상으로 큰 지점이다. 울릉

는 평균풍속의 편차가 연구기간 중 지속적으로 감소

도(-0.029m/sec)의 평균풍속 변화율도 큰 편이다.

하였으며, 경향선의 회귀식은 ‘y=-0.058x+1.485’이

반면 내륙에 위치하는 서울은 평균풍속 변화율이 연

다. 이식은 유의수준 α=0.01에서 유의하며 결정계수

간 -0.006m/sec로 다른 지점에 비하여 감소폭이 낮

(r2)는 0.49이다. 1970년까지는 양의 편차가 유지되었

다. 여수는 해안에 위치하지만 풍속 변화율이 연간

고, 그 후부터 1987년까지는 양과 음의 값이 교차하

-0.003m/sec로 분석지점 중 가장 낮은 값이며 통계

지만 양의 값이 우세하였다. 1988년 이후는 음의 값

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반면, 대구는 내륙에 위치하

을 갖는다. 이와 같이 기울기가 급한 것은 1963년의

지만 평균풍속 변화율이 연간 -0.028m/sec로 높은

편차가 5.87m/sec로 다른 해에 비하여 큰 값이었기

편이고, 전주는 연간 0.016m/sec로 다른 지점과 달리

때문이다. 1963년 1월에는 시베리아기단이 강화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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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The changes of anomaly of mean wind speed
on January (a: Jeju, b: Seoul). 1월 평균풍속 편차의
변화경향

Figure 4. The ratio of the change (m/sec/year) of the
mean wind speed on August in South Korea for 19612010 (Solid triangles represent trends significant at the
5% level). 한국의 8월 평균풍속의 변화율 분포

서 북서계절풍이 탁월하였고, 전국적으로 평년보다
4℃ 정도 낮은 기온이 유지되면서 평균풍속이 높았다
(KMA, 1963).
서울에서도 편차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경향선
의 회귀식은 ‘y=-0.006x+0.156’이다. 이 식은 유의
2

1988년을 전후로 변이한다고 하였다. 이는 1월 평균

수준 α=0.05에서 유의하며 결정계수(r )는 0.12로 제

풍속의 변화와 기온 사이에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는

주에 비하여 낮다. 이는 제주에 비하여 제시된 식으로

것이다. 제주의 경우, 1월 평균기온과 1월 평균풍속

서울의 평균풍속 변화 설명력이 낮다는 것이며, 해에

사이에는 r=-0.458의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따른 풍속의 감소가 덜 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서울에

즉,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수록 평균풍속이 약해지는

서는 1988년까지 평균풍속의 양의 편차가 우세하고

것을 알 수 있다.

1989년 이후는 음의 편차가 우세하다. 시베리아고기

Figure 4는 연구기간 8월의 풍속 변화율을 나타낸

압이 평년보다 강하게 확장하였던 1963년에는 서울

것이다. 변화율의 증감 경향이 1월의 풍속 변화율과

에서도 비교적 높은 양의 편차를 보였다.

비슷하여 대체로 해안에서 감소경향이 강하고 내륙

1988년을 전후로 편차값이 바뀌는 것은 Lee and

에서 감소폭이 작다. 1월 풍속감소율이 작았던 강릉

Heo (2011)의 결과와 Lee et al.(2011)의 결과에서 지

(0.005m/sec)과 여수(0.010m/sec)도 증가하는 경향

적하였던 평균기온과 극한기온 관련 지수의 변화 시

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은 아니다. 제주의 경우

점과 거의 일치한다. 앞의 연구들에서는 한국의 평

는 1월 평균풍속과 달리 8월 평균풍속의 변화율이 연

균기온과 극한기온 관련 지수들이 대부분 1987년과

간 -0.020m/sec로 작은 편이며, 울산의 경우도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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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율이 연간 -0.0082m/sec로 1월에 비하여 절대값
이 작다. 그러나 해안에 위치하는 인천(-0,031m/
sec), 목포(-0.030m/sec), 울릉도(-0.027m/sec), 포
항(-0.027m/sec), 부산(-0.026m/sec) 등은 변화율의
절대값이 크다. 즉, 해안의 관측지점에서는 1월과 8
월의 풍속이 모두 뚜렷하게 감소하는 경향임을 알 수
있다. 내륙에 위치한 서울의 경우는 변화율이 연간
-0.005m/sec로 감소폭이 가장 낮다. 이 값은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다.
변화율이 가장 큰 인천에서는 8월 평균풍속의 편차
가 연구기간 중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1970년대 중
반 이후 감소 경향이 뚜렷하며, 분석기간 동안의 경
향선 회귀식은 ‘y=-0.031x+0.785’이다. 이 식은 유의
수준 α=0.01에서 유의하며 결정계수(r2)는 0.48이다.
2000년대 이후 편차 값이 점차 증가하는 경향이지만
여전히 음의 편차를 유지하고 있다. 1963년에는 전반
적으로 양의 편차에 해당하는 시기이지만 비교적 큰
음의 편차가 나타났다. 1963년 8월에는 일찍부터 남
고북저의 기압배치가 무너지고 가을철에 볼 수 있는
이동성고기압이 일찍 영향을 미쳤다(KMA, 1963).

Figure 5. The ratio of the change (m/sec/year) of the
maximum wind speed on January in South Korea for
1961-2010 (Solid triangles represent trends significant
at the 5% level). 한국의 1월 평균최대풍속의 변화율 분포

8월 평균풍속과 평균기온 사이의 상관계수 절대값
은 대부분 r=0.3 미만으로 두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
가 낮다. 이는 지역적인 기온상승으로 풍속이 감소하
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요인에 의하여 풍속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대기대순환과 관련된 지
수 등 전구 규모의 순환과 풍속의 관계를 파악할 필요

소하고 있는 지점이다. 인천과 울릉도, 목포 등도 변

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화율의 절대값이 0.5에 가깝다. 여수(0.012m/sec)는
평균최대풍속이 증가하는 경향이지만 통계적으로 유
의한 수준은 아니다. 강릉은 해안에 위치하지만 평

4. 최대풍속의 변화

균풍속의 변화율과 같이 평균최대풍의 변화율도 연
간 -0.024m/sec로 작다. 전주(0.019m/sec)와 대구
(-0.080m/sec)의 변화율에는 관측환경 변화의 영향

Figure 5는 연구기간 동안 1월 평균최대풍속의 변

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화율을 나타낸 것이다. 1월 평균최대풍속의 변화율

Figure 6은 부산과 서울의 1월 평균최대풍속 편차

이 가장 큰 곳은 부산으로 그 값이 연간 -0.093m/sec

의 변화경향을 나타낸 것이다. 부산은 분석지점 중 1

이다. 울산(-0.086m/sec)과 제주(-0.083m/sec)도 평

월 평균최대풍속의 감소폭이 가장 큰 곳이며, 서울은

균최대풍속 변화율의 절대값이 0.8 이상으로 큰 지점

감소폭이 가장 작은 지점이다.

이다. 그 외에도 해안에 위치하는 포항도 평균최대풍

부산의 1월 평균최대풍속의 편차는 분석기간 동안

속 변화율이 연간 -0.080m/sec로 빠르게 풍속이 감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추세선의 회귀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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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The changes of anomaly of maximum wind
speed on January (a: Busan, b: Seoul). 1월 평균최대풍
속 편차의 변화경향

‘y=-0.094x+2.384’이다. 1982년까지는 모든 해에 양
의 편차이며, 1998년 이후는 모든 해에 음의 편차이
다. 그 사이는 음과 양의 편차가 나타나지만 1986년

Figure 7. The ratio of the change (m/sec/year) of the
maximum wind speed on August in South Korea for
1961-2010 (Solid triangles represent trends significant
at the 5% level). 한국의 8월 평균최대풍속의 변화율 분포

이후 음의 편차가 우세하다. 시베리아 고기압이 강하
게 확장하였던 1963년은 평균풍속과 같이 평균최대
풍속도 높은 양의 편차(6.41m/sec)가 나타났다.

로 낮은 값이다.

서울도 분석기간 동안 1월의 평균최대풍속이 감소

Figure 7은 연구기간 8월 평균최대풍속의 변화율

하는 추세이지만, 부산과 같이 그 경향이 명확한 것

을 나타낸 것이다. 8월 평균최대풍속 변화율 분포

은 아니다. 추세선의 회귀식은 ‘y=-0.021x+0.523’으

도 1월과 비슷하다. 다만, 제주와 광주, 울산의 평균

로 부산에 비하여 기울기가 완만하다. 2000년대 이후

최대풍속 변화율이 각각 -0.035m/sec, -0.010m/

음의 편차가 뚜렷하고,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sec, -0.042m/sec로 1월에 비하여 절대값이 낮아졌

초반 사이는 양의 편차가 우세하다. 1961년부터 1975

다. 포항은 평균최대풍속 변화율이 -0.060m/sec로

년 사이와 1990년대에는 양과 음의 편차가 교차하였

가장 큰 폭으로 최대풍속이 감소한 지점이다. 그 밖

다. Figure 6에 제시된 경향선의 회귀식은 모두 유의

에 부산(-0.053m/sec)과 목포(-0.053m/sec), 울릉도

수준 α=0.01에서 유의하다. 그러나 부산의 경우는 주

(-0.046m/sec) 등도 비교적 큰 폭으로 최대풍속이 감

2

어진 회귀식의 결정계수(r )가 0.67로 상당히 큰 값이

소하였다. 서울(-0.019m/sec)과 강릉(-0.006m/sec)

지만, 서울은 0.23으로 낮은 편이다. 또한 부산의 경

등은 평균최대풍속 변화폭이 적다. 강릉의 변화율 값

우 1월의 평균최대풍속은 1월 평균기온과 상관계수

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r=-0.487로 비교적 높은 값이지만, 서울은 r=-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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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였다. 경향선의 회귀식은 ‘y=-0.060x+1.541’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이 식은 유의수준 α=0.01에서 유
의하다. 이 식의 결정계수(r2)는 0.506으로 이 식으로
8월 평균최대풍속 변동의 50.6%를 설명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즉, 해가 경과할수록 8월 평균최대풍속이
점차 감소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1월의 경우
와 달리 8월의 평균최대풍속과 8월 평균기온 사이의
상관계수(r)는 -0.072로 두 변수 사이에 상관관계가
거의 없다. 즉, 포항의 8월 평균최대풍속의 변동은 지
역규모의 기온 변동보다 다른 요인에 의하여 나타나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포항의 8월 평균최대풍속의 편
차는 1986년까지 양의 편차가 지배적이며 그 값이 점
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1993년부터는 전적으로 음의
편차이면서 그 값이 점차 커지는 추세이다.
서울의 경우도 분석기간 중 8월 평균최대풍속이 꾸
준히 감소하고 있다. 경향선의 회귀식은 ‘y=-0.019x
+0.483’으로 포항에 비하여 기울기가 작다. 이 회귀
식은 유의수준 α=0.01에서 유의하다. 그러나 이 식의
결정계수(r2)는 0.175로 낮다. 즉, 서울의 8월 평균최
대풍속의 변화경향을 설명하는 앞의 회귀식이 통계

Figure 8. The ratio of the change (day/year) of windy
day on January and August in South Korea for 19612010 (Solid triangles represent trends significant at the
5% level). 한국의 1월과 8월 강풍일의 변화율 분포

적으로 유의하지만, 이 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최대풍
속의 변동 설명력이 낮다. 8월 평균최대풍속의 편차
가 양과 음의 값이 반복되지만, 대체로 1990년까지는
양의 편차가 우세하였고, 그 이후는 음의 편차가 우세
하다. 서울의 경우도 8월 평균최대풍속과 8월 평균기
온 간의 상관계수(r)은 -0.078로 두 변수 사이에 의미

다. 부산은 강풍일수의 변화율이 -0.462day/y로 분

있는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석지점 중 가장 감소폭이 크다. 인천(-0.352day/y),
제주(-0.319day/y), 울릉도(-0.307day/y) 등 그 외
의 해안지점에서도 비교적 큰 폭으로 강풍일수가 감
소하고 있다. 서울은 강풍일수의 변화율이 0.1day/y

5. 강풍일과 폭풍일의 변화

미만으로 감소폭이 작다. 강릉은 강풍일수의 변화율
이 -0.082day/y로 낮다. 여수(0.008day/y)는 증가하
Figure 8은 연구기간 1월과 8월의 강풍일수(일평균

는 경향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강풍일수

풍속 5m/sec 이상인 날의 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가 감소하고 있는 지점의 변화율은 모두 유의수준 α

강풍일의 빈도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강풍일의 발

=0.05에서 유의한 값이다.

생시기보다 빈도 자체가 의미 있으므로 1월과 8월의

Figure 9는 강풍일수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부

강풍일수를 합하여 분석하였다. 강풍일의 변화율 분

산의 편차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부산의 강풍일수는

포도 평균풍속이나 평균최대풍속의 변화율 분포와

분석기간 동안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이다. 변화 경향

비슷하다. 해안에 위치한 지점에서 감소 경향이 강하

선의 회귀식은 ‘y=-0.462x+11.776’이다. 이 식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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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The changes of anomaly of windy days at
Busan. 부산의 강풍일수 편차 변화

의수준 α=0.01에서 유의하면 이 식의 결정계수(r2)는
0.632이다. 인천의 경우는 경향선의 회귀식 결정계
수(r2)가 0.733으로 부산보다 더 높다(그림 생략). 이
는 부산, 인천 등 감소 경향이 뚜렷한 지점의 강풍일
수 감소가 상당히 선형에 가까운 형태로 변하고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강풍일수의 편차 값을 보면, 대체
로 1981년까지 양의 편차가 절대적으로 우세하고, 그
이후 음의 편차가 우세하다.인천의 경우는 Figure 10
과 같이 1월의 강풍일수와 1월 평균기온 사이의 상관

Figure 11. The ratio of the change (day/year) of storm
day on January and August in South Korea for 19612010 (Solid triangles represent trends significant at the
5% level). 한국의 1월과 8월 폭풍일의 변화율

계수(r)가 -0.566으로 높은 편이다. 즉, 1월에 기온이
높았던 해에 강풍일이 적었음을 의미한다. 1월 평균
기온이 낮은 해는 이동성고기압보다 시베리아고기압
의 영향을 미치는 날이 많았다고 할 수 있다. 기온상
승이 고위도에서 더 뚜렷하다는 것을 고려할 때, 현재

와 같은 기온상승이 계속된다면 강풍일수가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Figure 11은 1월과 8월의 푹
풍일수(일 최대풍속 13.9m/sec 이상인 날의 수)의 변
화율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강릉과 여수를 제외하고
폭풍일수 변화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부산은 폭
풍일수 변화율이 -0.195day/y로 가장 큰 폭으로 폭풍
일수가 감소한 지점이다. 그 외 제주(-0.166day/y)와
목포(-0.133day/y)에서도 비교적 큰 폭으로 폭풍일
수가 감소하였다. 부산의 경우 -0.195day/y은 10년
간 2일정도, 100년이면 20일정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폭풍일수라는 점을 고려하면 의미 있는 값이다. 그 외
Figure 10.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umber of
windy days and the mean temperature of January at
Incheon. 인천의 1월 평균기온과 강풍일수의 관계

의 지점은 감소율이 0.10 미만이다.
Figure 12는 목포의 1월과 8월의 폭풍일수 편차의
변화 경향을 나타낸 것이다. 목포는 분석기간 폭풍
- 355 -

이승호

6. 결론

이 연구에서는 겨울과 여름철의 평균풍속과 평균
최대풍속, 강풍일수, 폭풍일수의 변화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관측기간이 50년 이상이면서 관
측환경 변화가 적은 남한 13개 기상관측소의 1월과 8
월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다음의 결과를 얻었다.
해안에 위치한 지점에서 1월의 평균풍속과 최대풍

Figure 12. The changes of anomaly of storm days in
Mokpo. 목포의 폭풍일수 편차의 변화경향

속이 감소하였다. 특히 부산과 제주, 울산, 포항에서
풍속의 감소 경향이 뚜렷하다. 해안의 강릉에서는 풍
속 감소폭이 작다. 8월에도 평균풍속과 최대풍속이

일수가 평균 4.7일로 분석지점 중 가장 폭풍일이 많

해안에 위치한 인천, 목포, 부산, 포항 등에서 비교적

은 지점이다. 목포의 1월과 8월 폭풍일수는 분석기

큰 폭으로는 감소하였다.

간 동안 감소하는 경향이다. 경향선의 회귀식은 ‘y=

강풍일수도 인천, 목포, 부산, 포항, 울산 등 해안

-0.133x+3.391’이며, 유의수준 α=0.01에서 유의하

에 위치한 지점에서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폭풍일수

다. 이 식의 결정계수(r2)는 0.317로 비교적 높은 값이

는 빈도 자체가 크지 않아 제주와 남동해안, 서해안에

다. 즉, Figure 12에서 볼 수 있듯이 1972년까지는 양

서만 유의한 감소 경향이 있다.

의 편차가 우세하고 2001년 이후는 음의 편차가 우세

겨울철 평균풍속과 최대풍속이 크게 감소한 지점

하며, 그 사이 기간에는 양과 음의 편차가 교차하지

에서는 풍속과 평균기온 간에 비교적 높은 음의 상관

만 전반적으로 감소가 뚜렷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변

관계가 있다. 반면, 여름철에는 두 변수 간의 상관관

화폭이 큰 부산과 제주에서도 폭풍일수가 분석기간

계가 낮다. 또한 강풍일과 폭풍일의 빈도가 비교적 높

동안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두 지점에서 공히

은 지점에서는 연평균기온과 강풍일수 및 폭풍일수

1980년대 이후 음의 편차가 우세하다. 두 지점에서

와 비교적 높은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 강풍일수와 폭

1970년대 초반까지는 양의 편차가 우세하게 분포하

풍일수도 평균기온과 음의 관계가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선행연구(Pirazzoli and Tomasin,

였다.
제주에서도 1월의 폭풍일수와 평균기온 사이에 음

2003; Xu et al., 2011)의 결과와 대체로 일치하는 경

의 관계가 있다. 이례값에 해당하는 1963년을 제외하

향이다. 특히 Xu et al.(2011)의 연구에서 중국에서의

면 두 변수 사이의 상관계수는 r=-0.499(유의수준 α

연평균풍속 감소가 기온상승과 관련 있다는 점을 고

=0.01)로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즉, 평균기온

려한다면, 이 연구에서 얻은 지역적인 기온상승과 풍

의 상승과 폭풍일수의 감소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

속의 변화의 관계에 어느 정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여준다. 이는 강풍일수와 같이 기온상승이 계속될 경

고 판단된다. 그러나 여전히 풍속계의 고도가 자주 변

우 폭풍일수도 감소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동되었다는 점은 한계점이다. 다만 분석된 지점의 경

1963년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시베리아고기압

우는 풍속계 고도가 바뀌었다 하여도 풍속의 변화 경

이 강하게 확장하면서 1월에 폭풍일수가 많았던 해이

향을 설명하기에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즉, 풍

다. 1963년 1월과 8월 제주의 폭풍일수는 25일이며,

속계의 고도가 높아진 지점에서도 풍속의 감소경향

이중 24일이 1월에 집중되었다. 목포의 경우는 두 변

이 뚜렷한 것은 관측환경 변화의 영향보다 감소경향

수 사이의 상관계수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이 더 명확하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다.

대구는 풍속계의 고도가 낮아지면서 풍속이 감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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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전주는 풍속계의 고도가 높아지고 풍속도 증가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United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차

Kingdom and New York, NY, USA, 996 pp.

후 관측환경 변화가 풍속 등 바람 특성에 미치는 영향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1963, Annual cli�

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풍속의 감

matological report, Korea Meteorological Admin-

소와 전구적인 대기순환시스템의 변동과 관련성을

istration, Seoul (기상청, 1963, 기상연보, 기상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청, 서울).
Lee, B. S., 1979, A study of natural seasons in Korea, Geog�
raphy, 20, 1-11 (in Korean).
Lee, K., Sung, J. H., K im, Y. O., and Lee, S., 2011,
Change-point analysis of mean temperatur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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