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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quantitative standards of surface roughness using building statistics were proposed 

to secure objectivity in the selection of surface roughness. By using building register, parameters 

related to the classification criteria for surface roughness were calculated. Based on this, the 

surface roughness standards for each grade were quantified and the surface roughness grades for 

each region in Korea were classified. To evaluate the accuracy of the proposed method, 

validation was conducted by comparing the vertical wind speed in the Changwon and Wonju. 

The wind speed measured by the wind profiler was compared with the wind speed calculated 

with proposed method. The average wind speed error for each altitude in the Changwon was 

derived as 0.24 m/s and the relative error was estimated at 5.0%. The average wind speed error 

for each altitude in the Wonju area was 0.32 m/s, and the relative error was estimated as 11.3%. 

Both regions recorded a significantly lower error than when different surface roughness grades 

were applied. Therefore, the proposed method accurately distinguished the surface roughness. 

주요어 : 지표면 조도, 풍속고도분포지수, 건축물 높이, 건축물 밀집도, 연직 풍속

Keywords: Surface roughness, Velocity pressure exposure coefficient, Building height, Building 
density, Vertical wind speed

서 론

건물은 내부와 외부 모두 바람에 의한 영향을 받으므로 풍환경은 건설 분야의 중요한 설계 

요인 중 하나이다. 최근, 건물의 초고층화와 함께 이상기후 현상의 증가로 국지적 강풍과 태

풍 등 바람에 의한 피해 규모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Seol, 2010).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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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대 및 강풍대에 속해 바람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다(Kim and Lee, 2010). 이로 인하여 건물

의 구조적 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풍하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풍하중은 풍속에 지배적인 

영향을 받는다(Lee et al., 2015). 따라서, 풍하중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위해 건물에 작용하는 

풍속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물에 작용하는 풍속은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된다. 풍속은 지표면 조도에 의

해 지표면 근처에서는 감소하고, 고도가 높아질수록 풍속이 증가한다. 여기서 지표면 조도는 

지표면의 거칠기를 의미하며, 지표면에 위치한 수목이나 건축물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높

이에 따른 풍속의 변화는 풍속고도분포지수를 통해 결정되며, 장애물이 없는 지표면 상태일

수록 감소한다(Liu, 1991). 우리나라의 경우, 건축구조기준 설계하중에서 정의한 지표면 조

도 등급에 따라 풍속고도분포지수가 정해진다. 지표면 조도 구분은 주변 지역의 지표면 상태

에 따라 A, B, C, D의 4 단계로 구분된다. 풍속고도분포지수는 지표면 조도 구분에 따라 A 단

계에서는 0.33, B 단계에서는 0.22, C 단계에서는 0.15, 그리고 D 단계에서는 0.10으로 명시

되어 있다. 다만, 현재의 조도 등급 구분 기준은 정량적인 수치로 제시되지 않아 구분이 명확

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하여 지표면 조도가 설계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고 

있어 구조물의 안정성에 문제가 되고 있다(Seong and Choi, 2011). 2010년에서 2012년 사이

의 대구, 경북 지역의 건축 설계 심의자료들 대부분이 지표면 조도 B를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설계자 주관에 따라 지표면 조도를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eo and Choi, 2017). 이

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표면 조도 구분에 대한 정량적인 기준 수립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지표면 조도 구분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별 건축

물의 높이 및 밀집도를 반영하여 정량화된 지표면 조도 구분 기준을 새롭게 제안하였다. 정량

화된 기준을 통해 지표면 조도 설정에 있어서 주관적 판단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지표면 조도 

구분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기존 지표면 조도 구분 관련 

국내 기준과 함께 지표면 조도 관련 선행 연구들을 분석하였다. 3장에서는 정량화된 지표면 

조도 구분 기준을 수립하기 위한 방법론과, 통계 분석 결과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한 지

표면 조도 구분을 설명하였다. 4장에서는 연직 풍속 검증을 통해 제안한 방법에 대한 정확도 

평가 결과를 서술하였으며 5장에서는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였다.

기존 설계에 적용된 지표면 조도 구분 방법 분석

지표면 조도 구분 관련 국내 기준

풍속의 분포함수는 크게 대수법칙에 의한 함수와 지수법칙에 의한 함수로 구분된다. 대수

법칙은 일정한 지표면 조도를 갖는 경계층의 연직 풍속 예측은 정확하나, 도심 시가지와 같이 

지표면 조도가 크거나 불균일한 지역의 연직 풍속 예측의 정확성을 떨어진다(Hong et al., 

2012). 지수법칙은 이러한 지역의 풍속 예측이 비교적 정확하며, 한국을 포함한 미국, 일본, 

중국 등에서 풍속 프로파일 설계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다. 지수법칙에 의한 풍속 설계식은 아

래 식 (1)과 같이 계산된다.



Improvement of Surface Roughness Classification Criteria Reflecting the Height and Density of Building by Region

Journal of KIAEBS Vol. 15, No. 5, 2021 ∙ 515

   



 (1)

여기서, U는 높이 Z (m)에서의 풍속 (m/s), Ur은 높이 Zr (m)에서의 풍속, 는 풍속고도분포

지수이다.

지수법칙을 통한 풍속 산정을 위해서는 측정 높이(Zr)를 알고 있는 풍속 측정 값(Ur)과 함

께 풍속고도분포지수 값()이 필요하다. 여기서 풍속고도분포지수는 국가건설기준인 건축

구조기준 설계하중(KDS 41 10 15, 2019)에서 지표면 조도에 따라 정의하고 있는 값을 사용

한다. 건축구조기준 설계하중에서는 지표면 조도 구분을 Table 1과 같이 4단계로 정의하고 

있으며 각 조도 구분에 대하여 풍속고도분포지수를 정의하고 있다. 

Table 1. Surface roughness category (KDS 41 10 15, 2019)

Surface 

roughness

category

Surface condition

Velocity pressure 

exposure 

coefficient ()

A
Areas where high-rise buildings (10 stories or more) are densely 

located in the center of a metropolis
0.33

B

Areas where buildings such as houses with a height of about 3.5 

m and trees are densely located

Areas where middle-rise buildings (4 to 9 floors) are scattered

0.22

C
Areas where obstacles about 1.5 to 10 m in height are scattered

Areas where trees or low-rise buildings are scattered
0.15

D
Area where there are few obstacles, and the average height of 

the surrounding obstacles is 1.5 m or less (coast, grassland)
0.10

A 등급은 대도시 중심부의 고층 건축물(10층 이상)이 밀집해 있는 지역, B 등급은 중층 건

물 (4~9층)이 산재해 있는 지역, C 등급은 저층건축물이 산재해 있는 지역, 그리고 D 등급은 

해안, 초원, 비행장 등 주변에 장애물이 없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다만, 등급을 구분하는 

기준 자체가 정량화되어 있지 않아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같은 지역이라도 다른 지표

면 조도가 설정될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의 지표면 조도 구분 적용 방법

기존 연구에서도 대상 지역의 위성 지도 등을 연구자가 목안식별 하여 지표면 조도를 결정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사용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조도구분이 달라지는 한계가 있었

다(Lee et al., 2015).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고 보다 객관적으로 지표면 조도를 구분하고자 하

는 연구가 일부 수행되어 왔다. 

Lee et al. (2014)은 시가화 건조지역, 농업, 산림 지역 등 지표면 조도 요소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토지피복지도를 활용하여 지표면 조도 구분을 정의하고자 하였다. 다만, 토지

피복지도에서는 건축물의 밀집도나 높이에 대한 부분은 파악이 힘들어 지표면 조도 구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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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지정한 기준을 정확하게 고려하기 힘든 한계가 있다. Seong and Choi (2011)과 Seo and 

Choi (2017)은 지리정보시스템(GIS)를 활용하여 풍속고도분포지수를 산정하는 방법을 제

안하였다. 분석 대상 지역의 GIS를 통해 건축물 현황을 고려한 지표면 조도 구분을 수행하였

으며, 복합 조도 평가에 대해서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다만, 제안한 방법에 대한 연직 풍속 검

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제안된 방법의 적용을 위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또한, 소규모 대상 

지역에 대해서만 적용이 이루어지고 전 지역에 대한 조도 구분이 수행되지는 않았다. 

건축물 통계 분석을 통한 지표면 조도 구분 개선 방법

건축물 통계를 활용한 지표면 조도 구분 기준 정량화 방법

본 연구에서는 기존 지표면 조도 구분 기준이 건물의 높이, 밀도 등에 영향을 받는 것을 고

려하여 건물 현황 정보를 반영한 지표면 조도 구분 방법을 설계하였다. 또한 이에 대한 연직 

풍속 검증을 통해 제안한 방법의 정확도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건물 현황 정보를 정확하게 파

악하기 위하여 국가 건축물 통계를 활용하였다. 국내 건물 통계 자료를 분석하여 건물 높이, 

건물 밀집도 등을 정량적인 수치로 구분하여 지표면 조도 구분 기준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이

를 바탕으로 국내 229개의 시군구에 대한 지표면 조도를 평가하여 국내 지표면 조도 등급 구

분표를 작성하였다.

건축물 통계 자료는 건축데이터 민간개방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건축물대장 자료 중 표제

부를 활용하였다. 표제부는 국내에 소재한 모든 건축물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데이터의 양

이 방대하다. 따라서, 표제부에 포함된 건축물 데이터 중 건축물 현황 파악에 필요한 데이터

(지역, 건축물 높이, 건축물 면적, 건축물 층수 등)만 추출하여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

였다. 표제부 데이터 중 부속 건축물, 건축물 높이 또는 지상 층수 데이터에 오류가 있는 건축

물 등 오기와 누기가 발생한 건축물은 제외하고 분석을 수행하였다. 229개 시군구 별로 건축

물 현황을 통계 분석하고, 건축물 높이, 밀집도 등을 파악하고 조도 구분 기준을 정량화하여 

기존 지표면 조도 구분 방법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표제부 데이터 분석을 통한 지역별 건축물 현황 분석 결과 

표제부 데이터를 가공하여 국내 지역별 건축물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Table 2는 분석 결과

의 일부로 국내 평균 건물 높이, 고층 건물 비율 및 저층 건물 비율을 나타낸 결과이다. 여기서, 

고층 건물의 경우 기존 조도 구분 기준에 명시된 10층 이상의 건물로 정의하였다. 저층 건물

에 관한 정의는 선행 연구를 참조하여 5층 이하의 건축물을 저층 건물로 정의하였다(Maeng 

et al., 2017). 시군구 별 평균 건물 높이는 10.07 m로 도출되었으며, 10층 이상 건축물(고층건

물) 비율은 평균 3.13%로 도출되었다. 또한, 시군구 별 저층 건물 비율은 평균 94.6%로 도출

되었다. 평균 건물 높이 및 고층 건물 비율에 대하여 분포도로 표시한 결과는 Figure 1과 같다. 

Figure 1에서 대체로 평균 건물 높이가 높은 지역이 고층 건물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이 분석한 건물 통계 결과를 정량적 지표면 조도 구분 기준 선정에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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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tatistical analysis result of buildings by region

Average building height
Average ratio of

high-rise building

Average ratio of

low-rise building

10.07 m 3.13% 94.6%

Figure 1. Distribution of high-rise building ratio and average building height

지표면 조도 기준 정량화를 통한 국내 지역 지표면 조도 평가 결과

지표면 조도 기준 정량화를 위해 A 등급은 고층 건물 비율을 이용하여 기준을 규정하였으

며, C 등급은 저층 건물 비율을 이용하여 기준을 규정하였다. 한편, D 등급의 경우 주변 장애

물이 없는 해안, 초원, 개활지로 정의되고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특정 지역 또는 지형이 

아닌 개별 시군구 단위로 지표면 조도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시군구 지역의 평균적인 

조도를 평가하는 측면에서 개활지와 같은 D 등급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D 등

급은 본 연구에서 할당하지 않았다. 최종적으로 A와 C 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구를 B 등

급으로 정의하였다.

기존 지표면 조도 구분 기준에서 A 등급은 대도시를 기준으로 정의되고 있다. 현재 국내

에서 대도시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의해 특별시, 광역시 그리고 특례시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국내 229개 시군구 중에 지방자치법에 속하는 총 89개의 시군구를 대도시로 

정의하였다. 대도시 중 10층 이상 건물의 비율이 229개 시군구 평균값인 3.13%보다 높은 시

군구를 A 등급으로 정의하였다. A 등급에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구에 대하여 저

층 건물 비율을 평가하여 C 등급을 구분하였다. 저층 건물 비율이 99% 이상인 지역을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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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는 C 등급으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A와 C 등급에 속하지 않은 나머지 시군구를 B 등

급으로 정의하였다. 건축물 통계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 지표면 조도 구분에 적

용한 지표면 조도 구분 기준은 아래 Table 3과 같다. 풍속고도분포지수의 경우 기존 기준에

서 제시하던 값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229개 시군구에 대하여 지표면 조

도 등급을 평가한 결과는 Figure 2와 같다. 지표면 조도가 A 단계인 지역은 전체 지역 중 

31.9%, B 단계인 지역은 39.3%, 그리고 C 단계인 지역은 28.8%에 해당하는 것으로 도출되

었다.

Table 3. Surface roughness category suggested in this study

Surface 

roughness

category

Landscape description

Velocity pressure 

exposure 

coefficient ()

A

Areas where high-rise buildings (10 stories or more) are densely 

located in the center of a metropolis

(Area with a high-rise building ratio of 3.13% or higher)

0.33

B Areas except for A and C categories 0.22

C

Areas where obstacles about 1.5 to 10 m in height are scattered

Areas where trees or low-rise buildings are scattered

(Area with a low-rise building ratio of 99% or higher, except for Class A)

0.15

D
Area where there are few obstacles such as coast, grassland

(Not applied in this study)
0.10

Figure 2. Distribution of velocity pressure exposure coefficient by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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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직 풍속 검증을 통한 조도 구분 정확도 평가

검증 대상 풍속 데이터 수집

건축물 통계를 통해 정량화한 지표면 조도 구분 기준과 이를 통해 분류한 지표면 조도 구분

의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검증을 수행하였다. 정확도 검증은 연직 풍속 분포를 측정 값과 

제안한 방법을 적용한 예측 값으로 비교하여 수행하였다. 연직 풍속 검증을 위해 국내 지역의 

연직 바람 관측 데이터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2004년부터 연직 바람 관측 장비를 도입하여 

국내 9개 지점에서 운영하고 있다. 연직 바람 관측 장비는 전파 등을 상층 대기로 발사하여 대

기 중의 난류에 의하여 생성되는 대기 굴절율의 불균질층에 의해 다시 산란되어 오는 신호를 

수신하여 대기 정보를 획득한다(Kang et al., 2016). 관측은 전파의 송신거리 차이에 따라 

Low mode와 High mode 2가지로 구분된다. Low mode와 High mode 관측 해상도는 각각 

71.68 m, 164.85 m이고, 최고 관측고도는 5.0 km와 11.0 km이다(Kwon and Kwon, 2018). 

본 연구에서는 기상청 기상자료 개방 포털에서 제공하는 국내 지역의 연직바람관측을 기반

으로 검증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연직 풍속 검증 방법

연직 바람 관측은 북강릉, 울진, 원주, 창원, 철원, 추풍령, 파주, 군산, 서해해양종합기지의 

9개 지점에서 측정하고 있다. 검증 대상 지역은 측정 데이터의 결손이나 오기 등이 발생하지 

않는 지점으로 선정하였으며, 지역 분포를 고려하여 남부 지역인 창원과 중부 지역인 원주로 

선정하였다. 한편, 지수법칙을 통한 풍속 산정에 있어서 기상대에 측정한 풍속 값이 필요하므

로 창원과 원주 지역의 종관기상관측(ASOS) 자료 또한 수집하였다. 연직 풍속 검증은 2020

년 연 평균 풍속에 대하여 수행하였다. 종관기상관측 자료 또한 동일한 시기인 2020년의 자

료를 이용하였다. 연직 풍속 검증에 사용한 창원 및 원주 지역의 기상 데이터 정보는 아래 

Table 4와 같다. 

Table 4. Weather data information used for vertical wind speed validation

Changwon Wonju

Latitude 35.17 37.34

Longitude 128.57 127.95

Wind profile radar mode Low mode Low mode

Wind measurement height (Zr) 10 m 10 m

Annual averaged wind speed (Ur) 1.61 m/s 1.05 m/s

Measurement period 2020

연직 바람 관측을 통해 얻은 고도별 풍속과 본 연구에서 제안한 지표면 조도 구분을 적용하

여 산정한 고도별 풍속을 비교하였다. 제안한 방법의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선정된 지표

면 조도 구분 외에 다른 지표면 조도 구분에 대해서도 풍속을 산정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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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대해 고도별 풍속 측정 값과 예측 값의 오차율을 식 (2)와 같이 산정하여 정확도를 평

가하였다.

 


 
× (2)

여기서, Vmeasure은 연직 풍속 측정 값 (m/s), Vpredict은 연직 풍속 예측 값 (m/s) 이다.

오차율과 함께 RMSE를 식 (3)과 같이 산정하여 정확도 평가에 활용하였다.

RMSE = 




∑  
 ║║

(3)

여기서, N은 데이터의 수, 은 i번째 측정값, 는 이에 대응하는 예측 값이다.

창원 지역의 경우 연직 바람 관측이 고도 100 m부터 50 m 간격으로 이루어졌으며, 원주 지

역의 고도 73.5 m부터 약 71.7 m 간격으로 관측되었다. 측정 간격 및 경도풍 높이 등을 고려

하여 풍속 검증은 고도 150 m ~ 650 m 사이에서 관측된 풍속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연직 풍속 검증 결과

제안된 방법을 적용하여 창원과 원주 지역에 대한 지표면 조도 구분 결과는 아래 Table 5와 

같다. 창원은 A 등급에 해당되며 풍속고도분포지수는 0.33으로 설정하였다. 원주는 B 등급

에 해당하며 풍속고도분포지수는 0.22로 적용하였다. 각 풍속고도분포지수와 종관기상관측

으로 구한 연평균 풍속을 이용하여 고도별 풍속을 산정하였다.

Table 5. Surface roughness category and velocity pressure exposure coefficient of target region

Changwon Wonju

Surface roughness category A B

Velocity pressure exposure coefficient () 0.33 0.22

창원 지역의 2020년 연평균 풍속은 1.61 m/s이며, 앞서 구한 풍속고도분포지수 함께 지수 

법칙에 대입하여 고도별 풍속을 산출하였다. 창원 지역에 대하여 연직 풍속을 검증한 결과는 

Figure 3 및 Table 6과 같다. Figure 3에서 검정색 선은 연직 바람 관측 장비를 통해 측정한 풍

속 값이며, 주황색 선은 지수 법칙을 통해 예측한 풍속 값(  = 0.33)이다. 실제와 다른 표면 조

도 구분을 적용하였을 때의 예측 결과는 회색, 노란색, 파란색 점선과 같다. 예측 정확도는 대

체로 고도가 높아질수록 더 높아졌으며 고도 500 m 이상에서는 측정 값과 거의 동일한 풍속

을 예측하였다. 평균 풍속 오차는 0.24 m/s이며 약 5.0%의 오차율로 실제 풍속과 유사하게 풍

속을 예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표면 조도 구분을 B, C, D로 적용한 경우에는 Figure 3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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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듯이 오차가 매우 크게 발생하였다. Table 6에서 볼 수 있듯이 풍속고도분포지수가 

0.22인 경우 오차는 29.2%, 0.15인 경우에는 44.8%, 그리고 0.10인 경우에는 오차율이 53.8%

로 나타났다. RMSE 또한 풍속고도분포지수가 0.33인 조건에서 가장 낮은 0.27로 도출되었다. 

따라서 창원 지역의 경우 지표면 조도를 A 등급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 수 있다. 

Figure 3. Validation result of vertical wind speed distribution (Changwon)

Table 6. Error and RMSE result for vertical wind speed (Changwon)

Velocity pressure exposure coefficient

0.10 0.15 0.22 0.33

Error (%) 53.8 44.8 29.2 5.0

RMSE 2.88 2.41 1.60 0.27

원주 지역의 2020년 연평균 풍속은 1.05 m/s이며, 창원과 동일하게 Table 5에서 설정한 값

을 이용하여 고도별 풍속을 산정하였다. 원주 지역에 대하여 연직 풍속을 검증한 결과는 

Figure 4 및 Table 7과 같다. Figure 4에서 주황색 선은 지수 법칙을 통해 예측한 풍속 값으로 

창원과 달리 풍속고도분포지수가 0.22이다. 실제와 다른 표면 조도 구분을 적용하였을 때의 

예측 결과는 회색, 노란색, 파란색 점선과 같다. 예측 정확도는 고도별로 유사한 오차율로 평

가되었으나 전반적으로 창원 지역에 비해서 오차율이 크게 나타났다. 평균 풍속 오차는 0.32 

m/s이며 약 11.3%의 오차율로 창원 지역에 비해 정확도는 다소 떨어지나 풍속을 유사하게 예

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표면 조도 구분을 실제와 다르게 적용한 경우 풍속 오차율이 더 커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7과 같이 풍속고도분포지수가 0.33인 경우 오차는 38.0%, 0.15

인 경우에는 26.9%, 그리고 0.10인 경우에는 오차율이 38.7%로 나타났다. RMSE 또한 풍속

고도분포지수가 0.22인 조건에서 가장 낮은 0.42로 도출되었다. 따라서 원주 지역의 경우 지

표면 조도를 B 등급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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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Validation result of vertical wind speed distribution (Wonju)

Table 7. Error and RMSE result for vertical wind speed (Wonju)

Velocity pressure exposure coefficient

0.10 0.15 0.22 0.33

Error (%) 38.7 26.9 11.3 38.0

RMSE 1.15 0.87 0.42 0.94

창원과 원주 지역을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지표면 조도 구분을 적용한 결과, 적용한 

조건에서 실제 측정 풍속과 가장 유사한 풍속을 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별 건

축물의 높이 및 밀집도를 기반으로 정량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개선한 지표면 조도의 정확성

을 검증하였다.

결 론

지표면 조도 등급 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건축물 통계를 활용한 

정량적 조도 구분 기준을 제안하였다. 건축물 통계 자료 중 건축물대장 자료인 표제부를 활용

하였으며, 국내 229개 시군구 별로 건축물의 높이, 수, 면적 등의 정보를 추출하였다. 추출된 

정보를 기반으로 지표면 조도 구분 기준과 관련된 인자(고층 건물의 비율, 저층 건물의 비율 

등)들을 산정하였다. 산정된 인자들을 활용하여 지표면 조도 구분 기준을 정량화 하였다. A 

등급의 경우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도시 중 고층 건물 비율이 3.13%를 초과한 지

역으로 정의하였다. C 등급의 경우 A 등급을 제외한 지역 중 저층 건물 비율이 99% 이상인 

지역으로 한정하였다. B 등급은 A와 C 등급을 제외한 지역으로 선정하였으며, D 등급의 경

우 본 연구에서는 할당하지 않았다. 최종적으로 정량화된 지표면 조도 구분 기준을 이용하여 

국내 지역에 대한 지표면 조도 등급을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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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제안한 지표면 조도 구분 기준의 정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검증을 수행하였

다. 검증은 창원 지역과 원주 지역의 연직 풍속을 비교하여 수행하였다. 연직 바람 관측 장비

를 통해 측정한 풍속과 본 연구에서 도출한 지역별 지표면 조도 등급을 적용하여 산정한 풍속

을 비교하였다. 지표면 조도 구분 결과, 대도시에 속하는 창원은 A 등급으로 평가되었으며, 

원주는 B 등급으로 평가되었다. 풍속 검증 결과, 창원 지역의 고도별 평균 풍속 오차는 0.24 

m/s로 도출되었으며 약 5.0%의 오차율로 평가되었다. 원주 지역의 고도별 평균 풍속 오차는 

0.32 m/s이며 약 11.3%의 오차율로 평가되었다. 두 지역 모두 다른 지표면 조도 등급을 적용

한 경우 보다 확연히 낮은 오차율과 RMSE을 기록하여 지표면 조도 구분이 정확하게 이루어

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원주 지역의 경우 올바른 지표면 조도 구분을 적용하였음에

도 오차율이 11.3%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풍속고도분포지수의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를 통해 국내 지역에 대한 지표면 조도 등급을 정량적인 기준을 통해 설정하였으며, 

검증을 통해 정확성을 확인하였다. 이는 향후 지역별 풍환경 평가에 있어 지표면 조도 등급 

및 풍속고도분포지수 설정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한편, 본 연구는 시군구 단위를 대상

으로 지역의 평균적인 조도에 대해서 평가를 수행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더 세분화된 지역 

구분에 대한 조도 등급 평가와 함께 복합 조도, 등급별 풍속고도분포지수에 대한 분석을 추가

하여 국내 지표면 조도 구분의 신뢰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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