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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1.

본 문서는 항공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보관을 위한 지침이며, 항공에 위험요소가 될 수 있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현상을 다루고자 한다.
여기에서 논의되는 현상들은 운항 지연을 유발해 결과적으로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 최악의 경우 항공운항의
안전을 저해하고 장비의 손실뿐만 아니라 더욱 심각한 경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일부 예보 기법이 언급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본 문서는 예보를 위한 ‘전문서적’이 아니다. 예보 기법을
설명하는 이유는 독자로 하여금 기상 분야에 사용되는 일부 기술적인 용어에 친숙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본
문서를 읽는 현업 예보관은 다양한 주제에 대한 관련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본 문서는 영국 기상청 기상대학 강사진의 노력이 합쳐진 결과이다. 따라서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된 일부
참고자료는 영국 기상청의 예보 기법용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난류와 윈드시어

2.

윈드시어(wind shear)는 ‘주변 공기층(또는 공기기둥)쪽으로 부는 다른 속도(예, 속력 그리고/또는 방향)의
공기층(또는 공기기둥)’으로 정의될 수 있다. 윈드시어는 특히 저고도에서 운항할 때 항공 운항에 중대한 위험
요소이다. 단일 층류(laminar flow)의 단일 공기층 내에서 운항하고 문제없이 매끄럽게 비행이 이루어지더라도
서로 다른 층류 간 경계층을 갑자기 통과하면 항공기의 각도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난다. 속도 변화에 대한 비행
방향에 따라 윈드시어는 난류(turbulence)뿐만 아니라 배풍 또는 정풍으로 느껴질 수 있다.
윈드시어는 대류현상 다음으로 두번 째 난류 발생의 주요 원인이다. 기본적인 유체역학에 따르면 대기를 비롯한
모든 유체는 층류층 간 시어를 최고로 상승시켰다가 난류가 된다.
일부 항공기는 다른 항공기에 비해 난류에 더욱 취약하다. 경항공기는 더욱 쉽게 흔들리며 약한 난류에 의해서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 저항력이 높게 설계된 고속 전투기에서 난류 보고가 접수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드물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난류의 강도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약
o





중간 강도 난류의 영향보다 영향이 작다.

중
o

항공기 고도 및/또는 고도에 어느 정도의 변화를 유발할 수 있지만 항상 제어가 가능하다.

o

대기의 속도 변화가 대체로 작다

o

항공기의 무게중심에서 가속도계 눈금 변화가 0.5-1.0g 정도이다.

o

탑승자가 안전벨트의 압력을 느낀다. 걸어 다니기 어렵다. 고정되지 않은 물체가 움직인다.

강
o

항공기 고도 및/또는 고도가 갑자기 변한다. 짧은 시간 동안 항공기 제어가 불가능하다.

o

대기의 속도 변화가 대체로 크다

o

항공기의 무게중심에서 가속계의 눈금 변화가 1.0 g보다 크다(군용 항공기의 경우+4g/-2g가 강한
난류로 간주된다).

o

안전벨트에 강한 힘이 느껴진다. 고정되지 않은 물체가 심하게 움직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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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
o

강한 난류보다 더욱 심한 영향이 발생한다.

위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주관적이지 않은 기준은 항공기 가속도계 눈금밖에 없다. 풍속, 돌풍, 안정성 등
예보관이 활용하는 ‘표준’ 매개변수를 수치로 변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으며 항공기마다 별도의
계산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예비 예보관은 더욱 보편적이고 실증적인 규칙과 관계에 의존해야 한다.
윈드시어 자체로는 분류가 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항공기에 영향을 미칠 때 위의 난류 분류기준이 적용된다.


대류성 난류



대부분 저고도에서 발생하는 기계적 난류



산악지형에 의해 유발되는 난류



청천난류(CAT)



저고도 제트기류



후방 난류/후방 소용돌이

2.1

대류에 의한 난류 - 대류성 난류

2.1.1

설명

대류는 언제나 난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유형을 대류성 난류라고 한다. 대류성 난류를 일으키는 물리적
원인은 다음과 같이 다양하다.


대류운 내부 및 주변의 수직적 공기 흐름이 난류이다.



대류성 기둥이 커지면 중력파가 생성되어 방사형(예: 모루운)이나 수직으로 퍼져 나갈 수 있다.



건식 온난기류(즉, 불포화 상승기류)



강수 또는 중고도 찬 공기층과 관련된 하강기류. 하강기류는 소나기 인근에 스콜선(squall lines)을 형성할
수 있다.

대지 상공의 열적 난류는 오후에 최대가 되고 밤에 최저가 되는 두드러진 일변화를 보인다. 반면에 천둥번개는
밤새 지속되기도 하고 수백 킬로미터 장거리를 이동하기도 한다.
2.1.2

항공기 영향

최대한 단순하게 보자면 대류성 난류는 운항 시 ‘덜컹거림’을 유발한다. 당연히 난류의 강도가 높아지면 ICAO
범주에 따라 영향이 증가한다. 결과적으로 항공기 유형에 따라 강한 난류가 항공기에 구조적 손상을 입힐 수
있다. 항공사는 승객의 부상으로 인해 막대한 보상금이 청구되는 상황을 가장 우려한다. 일반적으로 상승기류의
속도는 하나의 상승기류 내에서 크게 변화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대류성 상승기류를 통과하는
항공기는 구름 속에서 대류성 난류 뿐만아니라 해당 구름의 단면을 따라 변화하는 수직 풍속의 변화로 가속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천둥번개 상승기류에서는 대체로 우박, 번개, 폭우, 착빙 등 훨씬 더 위험한 요인을 유발한다.
또한 대형 폭풍 시 강력한 하강기류나 마이크로버스트가 발생하여 공기가 거칠게 빠져나가면서 지면을 강타할
수 있다. 이러한 하강기류는 보통 주변의 따뜻한 상승기류에 의해 찬 공기가 가라앉으면서 발생한다.
강수의 증발에 의해 기온 하락이 가속화되면 꼬리구름이 발생한다. 하강기류는 대부분 구름의 안쪽에서
발생하지만 이로 인한 위험은 구름 밑면에서 가장 크다. 이 때 음의 수직 풍속이 발생해 항공기를 아래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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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어낼 뿐만 아니라 상당한 수평적 윈드시어가 발생하는 것도 확인되었다. 하강기류는 공기를 지면 쪽으로
밀어내 바깥으로 빠르게 확산된다.
그림 1a는 전형적인 시나리오를 보여주며, 그림 1b는 탈출 경로를 묘사한다. 항공기가 정풍을 맞으면 우선
상승하고 그 후 갑자기 하강하다 강한 배풍을 받는다. 따라서 하강기류는 특히 소형 항공기의 경우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하강기류
수정되지 않은
항로

정풍

배풍

그림 1a. 기장이 양력 획득과 손실 보정을 하지 못했을 때 하강기류가 항공기의 운항 경로에 미치는 영향
위의 마이크로버스트 예에서 난류와 윈드시어가 어떤 관련이 있는 지 확인할 수 있다. 대류운(특히 적란운과
탑적운) 내부와 주변에서 상승 및 하강하는 공기 기둥 간에 윈드시어가 발생하고 마이크로버스트에서 외부로
빠져나가는 경계를 가로질러 지면을 강타하는 윈드시어도 발생한다.
상승기류의 강도는 ‘맑은 날’ 얕은 적운에서 1 m/s, 깊은 소나기 구름에서 5 m/s, 초거대 적란운(CB)에서 최대
65 m/s로 크게 달라진다. 하강기류는 CB에서 최대 관측속도 -25 m/s로 비슷하게 변화한다(표 1).
건조한 열세포는 약에서 중간 정도의 난류로 느껴진다
깊은 대류운과 근접하거나 그 위에 있는 충격파는 상황에 따라 상승 및 하강 움직임으로 이어지거나, 파장이 약
100 m 일 때 혹은 더욱 심각한 경우 충격파가 깨지면서 난류를 일으키는 경우 발생된 난류를 느낄 수 있다.
충격파가 깨지기 전에 역전되면 항공기가 즉시 급강하할 수 있다. 그림 1b는 전형적인 윈드시어 및 윈드시어
회피 시나리오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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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드시어 회피
복원 또는 충돌

윈드시어 진입
활공 경로

그림 1b. 윈드시어 및 윈드시어 회피
출처: http://www.nasa.gov/centers/langley/news/factsheets/Windshear.html
2.1.3

적절한 영상을 이용한 위험 진단 적절한 영상을 이용한 위험 진단

위성 기술을 이용하면 적외선 및 가시광선 영상을 통해, 즉 실황 예보(nowcasting)를 통해 대류운의 발달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수증기 영상은 고고도 양의 소용돌이도 이류(PVA)가 하루 동안/산악성 변화를 유발하는
지점을 진단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실제로 PVA 지역에서는 대류가 쉽게 일어난다. 수증기 영상을
모니터링하여 장기적인 예보에 활용할 수 있다.
정지궤도 위성(MSG(MeteoSat Second Generation), Himawari-8, GOES-16 등)은 예보관에게 훨씬 광범위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가시광선 채널의 해상도 향상 외에도 15분 이하의 더욱 신속한 관측을 통해 급격하게
변화하는 기상을 더욱 자세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위성의 다중 스펙트럼 파장을 통합하여 거짓된
색조합을 만들어내 구름 꼭대기의 빙결과 적란운 모루의 형성을 확인하는 기술도 있다.
레이더 영상은 폭풍 형성을 단기간 예보(실황 예보(nowcasting))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기존의 체계와 관련 없는
새로운 세포를 포함해 딸세포의 형성이 항상 고려되어야 한다.
도플러 기상 레이더 시스템은 대류성 기상 변화 주변의 상대적인 흐름 체계를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중편파 레이더를 포함한 도플러 기상 레이더는 업데이트된 레이더 시스템이 제작되면서 더욱 유용해졌다.
하지만 종류에 관계없이 기상 레이더의 탐지 범위는 원격탐사 기술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
많은 예보센터에서 ‘공전(Sferics)’(번개) 또는 ‘사피르(SAFIR)’ 같은 번개 위치 및 도식화 시스템을 이용해
천둥번개 모니터링을 지원한다.
2.1.4

경험적 예측 기법

예보관이 대류 예측을 보조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법이 있다. 지나친 반복을 피하기 위해 본
문서의 ‘적란운과 천둥번개’장을 참조하기 바란다. 다수의 기상 전문서적에 대류 기법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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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저고도 윈드시어/난류 예보를 위한 기준:

아래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할 때:
(1) 평균 지상풍 ≥ 20kt
(2) 평균 지상풍과 경도풍(2,000ft) 간 벡터의 차 ≥ 40kt.
(3) 10km 이내 천둥번개 또는 폭우
(4) 주변의 다른 항공기에 의해 이미 상당한 윈드시어가 보고되었을 때
아래 표 1a는 다양한 유형의 대류 운동과 관련된 일반적인 난류의 강도를 명시한다.
표 1a. 대류에 의한 일반적인 수직 흐름

연직 속도

종류

난류

(m/s)

~kt

~ft/min

약/중간 적운

1–3

2-6

200-600

약

탑적운

3–10

6-20

600-2,000

중

적란운

10–25

20-50

2,000-5,000

대형 폭풍(예: 미국)

20–65

40-130

4,000-13,000 극심

건식 온난기류

1–5

2-10

200-1,000

약/중

하강기류

3–15

6-30

600-3,000

중/심각

하강기류

최대 -25

최대 50

최대 5,000

극심

심각

그러나 요약하자면 예보관은 실제 및 예보 열역학 선도(테피그램) 분석을 통한 기본적인 기단 이론부터 중규모
대류계와 딸세포 형성의 개념 모델에 이르기까지 모든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2.1.5

관련 수치예보 산출물

중규모 예보된 지상 유선을 검토하여 잠재적인 수렴대(대류운 발달에 선행하는 경우가 많음) 및 시간에 따른
경향을 파악하는데 있어 수치예보 모델 출력 형태의 컴퓨터 보조 산출물이 유용한 경우가 종종 있으며 때로는
필수적이기도 하다.
본 문서의 ‘적란운과 천둥번개’장을 참조하라.
2.1.6
(a)

두 가지 간략한 사례연구
마이크로버스트

1982년 7월 9일 보잉 727-235기가 뉴올리언스 국제공항을 이륙한 직후 추락했다. 이 사고의 최종 원인은 비행장
상공과 인근의 마이크로버스트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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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관 상황
멕시코만 상공의 고기압으로 인해 오후에 뜨겁고 습한 대기가 형성되었다. 여러 고도에서 산발적인 구름, 보통
규모의 소나기와 천둥번개가 예보되었다. 뉴올리언스 180km 이내에 저기압 전선이나 지역은 없었다.

이륙 및 사고
잠잠하다가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해당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지상풍이 점차 거세 졌다. 공항에 윈드시어
경보 시스템이 있어서 경보가 발효되었고 이는 조종사들에게 즉각 전달되었다. 당시 착륙 중이던 보잉 767기는
100ft에서 10kt의 윈드시어를 보고했다.
사고 보잉 727-235기는 28번 활주로에서 이륙하여 100ft 상공에 도달했다가 하강하여 공항 경계를 벗어나
주거지역에 추락했다.
이륙 시 18kt의 정풍이 불었다. 항공기가 이륙 지점으로부터 3,500ft 비행했을 때 510ft/min(= 2.5m/s)의
하강기류를 만났고, 이륙 후 4,000ft 지점에서 36kt의 배풍이 불었다.

원인
비행장을 가로지른 천둥번개가 마이크로버스트를 유발함으로써 하강기류로 인해 항공기가 고도를 잃었고
급작스러운 풍향 및 풍력의 변화 때문에 비행 속도가 급감했다.
당시 근무 중인 예보관이 사고 발생 전에 공항에 연락하여 ‘매우 강한 천둥번개와 심한 난류, 번개, 돌풍’의
가능성을 알렸다. 이 사고로 지상에 있던 8명을 포함해 총 152명이 사망했다.
(b)

강한 천둥번개 및 강우

영국 요크셔 지방의 태풍(2005sus 6월 19일)을 찍은 위성 영상
아래 그림 2의 위성 사진들은 불안정성이 중간 정도일 때 깊은 적란운 세포가 얼마나 빨리 발달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IR 1200 Z

IR 1300 Z

IR 1400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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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 1600 Z

IR 1700 Z

그림 2. 2005년 6월 19일 일련의 IR 영상
IR 영상(그림 2)은 급격한 적란운 세포의 발달을 보여준다. 수증기 영상(그림 3a)을 보면 0900 Z에서 상대와도가
높은 영역이(어두운 부분) 이동하는 지역에서 산악지형과 및 열에 의해 대류가 발생했다.

WV 0900

WV 1200
그림 3a. 2005년 6월 19일 WV 영상

2005년 6월 19일 1200 Z에 해당하는 일기도가 아래 제시되어 있다(그림 3b). 기본적으로, 갈라진 전선이 영국을
관통해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아일랜드해 상공으로 두드러진 얕은 습윤대가 웨일스의 산악 지형을
만나면서 웨일스 서부에서 건조해졌다. 체셔(영국 북서부) 상공의 맑은 하늘로 인한 높은 일사량과 산악 지형에
따른 상승에 잠재적인 불안정성 증가가 더해져 강력한 대류 작용이 발생했다.

그림 3b. 2005년 6월 19일 1200 Z에 대한 일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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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 영상에 보이는 세포들(그림 2)이 요크셔 지역의 폭우와 홍수를 유발했다.
기계적 난류

2.2

기계적 난류는 윈드시어에 의해서만 발생한다. 윈드시어는 언제나 풍속이 잦아드는 표면 근처에서 발견된다.
일반적으로 야간에 경계층 내에서 저고도 제트기류가 발생하는데, 이 또한 난류를 형성할 수 있다. 그 외에
대류권계면 제트기류의 가장자리 근처에서도 난류가 목격될 수 있다.
2.2.1

설명

지면 근처에서 기계적 난류는 종종 저고도 난류로 지칭된다. 지표면에서 바람이 사라지는 주요 원인은
표면마찰이기 때문에 기계적 난류의 강도는 다음의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풍력



지형 험준도



지면 근처 대기 안정성

일반적으로 바람이 강하고 지형이 험할수록 난류의 강도가 커지는 것으로 보고된다. 잔잔한 바다 상공의 약한
바람은 약한 난류를 형성한다.
감률(lapse rate)이 높을수록 수직 돌풍이 더욱 쉽게 발달하기 때문에 난류가 더욱 강해진다. 안정적인
대기에서는 수직 소용돌이가 억제되어 난류가 약해지지만, 대기가 매우 안정적이고 거대한 장애물(언덕/산)
상공을 충분히 이동하면 산악파 또는 풍하파가 발달할 수 있다. (아래 2.3 산악 난류 참고).
2.2.2

항공기 영향

기계적 난류의 가장 단순한 영향은 항공기의 ‘흔들림’이다. 앞서 언급된 기준과 항공기 속도에 따라 난류의
강도가 증가한다. 특정 강도의 난류에서 항공기가 속도가 빨라지면 더욱 가속될 것이다. 지면에 가까워지면
이러한 가속에 반응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든다. 결과적으로 항공기 유형에 따라 심한 난류는 특히 고무 부품의
강한 작동이 필요할 때 항공기에 구조적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2.2.3

적절한 영상을 이용한 난류 진단

일반 영상을 이용해 지상풍을 진단하는 것은 어렵다. 위성 및 레이더 영상은 구름/소나기를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일반적으로 지향류는 ‘경도풍’보다 높은 고도와 강도에서 불기 때문에 지상풍/근지상풍에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대륙풍 패턴의 특정적인 형태를 보고 경도풍을 알 수 있지만 이는 해상에서만 가능하며, 지상에서는
흩어진다. 그림 4에 예시가 나와 있다.
풍속을 모니터링 하여 결과적으로 난류를 예측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지상풍 보고를 규칙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이 정보는 모델링을 검증 및 개선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항공 위험기상

9

그림4. 해양 대류세포 패턴 및 관련 지상풍 속도
출처: Pearson and Stogaitis, 1998.
2.2.4

경험적 예측 기법

예보관이 풍속 예보에 확신이 있다면 아래 표와 같이 난류 예측이 가능하다.
표 1b. 다양한 풍속과 지면 유형에 대한 대략적인 난류 강도 기준

지상풍

해양

(kt)

평평한 지형

험준한 지형

(평원 등)

(언덕이나 산이 많은 지역 등)

15 ~ 35

약함~중간

중간

강함

> 35

중간~강함

강함

극심

예보관은 대기 안정성도 고려해서 주어진 상황과 경도를 바탕으로 지상에서의 풍속을 예측하고 돌풍계수를
적용하여 돌풍을 파악해야 한다. 소나기를 동반한 대류 상황에서 돌풍은 경사 강도에 도달할 수 있다. 폭우와
천둥번개가 동반된 매우 불안정한 대기에서는 돌풍이 경도풍을 초과해 5,000ft 상공의 바람에 도달할 수 있다.
강한 지상풍이 예측되는 경우 예보관은 기본적으로 저고도 난류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해야 한다.
2.2.5

관련 수치예보 산출물

수치예보 모델의 바람이 신뢰도 높은 결과를 나타내는 경우도 많지만 예보관은 모델 산악지형의 해상도 한계에
주의해야 한다. 925hPa 경도풍을 가정하고 그에 대한 지상풍을 직접 산출하는 것이 유용한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지상 기압이 1013hPa보다 훨씬 높거나 낮은 경우에 주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925hPa 기압은 ‘경도’풍에
대한 대표성이 낮기 때문이다.
2.3

산악성 난류

2.3.1

설명

지면 험준도가 높아지고 특징적 험준도 높이(도시, 숲, 언덕, 산 등) 역시 증가하면 기류는 원래 고도에서 멀리
벗어난다. 기단의 안정성에 따라 이는 대류와 그에 따른 난류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중력파를 형성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산악파라고 한다. 또는 기류를 원래 고도로 돌려보내 ‘정상파’와 회전력을 형성하기도 한다.
산악 지형의 구조가 매우 복잡한 경우에는 기류의 패턴도 마찬가지로 복잡해진다. 계곡을 따라 기류가 좁은
공간을 이동하는 경우 원래의 ‘경도파’에서 예상되는 것보다 훨씬 두드러진 변화가 발생할 수 있고, 산이나
언덕에 의해 기류가 차단될 수도 있으며, 기압능 근처에서 난류가 강해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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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파는 산을 따라 흐르는 기류에 의해 형성되고 안정적인 대기 조건에서 발달할 수 있다. 아래의 조건에서
산악파의 움직임은 산을 타고 아래로 수백 킬로미터 지속될 수 있다.


따뜻한 지역



고기압권 주변의 강풍



온난 전선 앞.

산악파는 일종의 중력파이기 때문에 ‘갇힌’ 또는 ‘풀린’ 산악파로 분류할 수 있다.

갇힌(Trapped) 산악파
긴 언덕과 산에 수직으로 도달하는 바람은 특히 오목한 모양일 경우, 바람이 강할수록 장애물 위로 방향을
바꾸는 경향이 있다.
산악파는 특정 대기 조건에서 발달한다. 안정적인 대기에서 상승력을 받는 공기덩어리가 해제되면 진동하는데,
이 때 중력이 복원력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산악파 움직임은 하강하면서 수백 킬로미터 지속될 수 있으며
파에너지가 상대적으로 낮은 고도에서 갇힌 상태로 바람을 타고 전달되기 때문에 “갇힌 산악파”로 명명되기도
한다.
갇힌 정상파가 형성되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


산 정상에서 강풍(>20-25kt)



기압능 축에 수직으로 30° 내에서 부는 바람



대류권 저고도(1~5km)에서 정적 안정성이 높은 공기층과 중정도 풍속으로 부는 바람, 그 위 대류권
중상고도에서 안정성이 낮은 공기층과 강한 풍속으로 부는 바람.

대기 중에 안정적인 공기층이 존재하는 것이 산악파 형성에 매우 중요하다. 이는 역전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지면 근처에 안정적인 공기층이 확실히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아니면 역전 없이 연직분포가 안정적일
수도 있다.
모델링 시 사용되는 스코러 변수(SP, Scorer Parameter)는 특정 고도에서의 안정도와 풍속 연직분포(wind
profile)를 통합하여 해당 위치와 고도에서의 값을 도출한다. 이러한 값은 추후 대기 전층에서 스코러 변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파악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비슷한 안정도와 풍속 연직분포를 갖는 공기층 안에서 비슷한
SP 값을 갖는 지점들이 종종 발견된다. 산악파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높은 SP(높은 안정도) 공기 위에 낮은
SP(낮은 안정도) 공기가 층층이 쌓여 있어야 한다.
갇힌 산악파는 중고도 또는 저고도 구름 내 특유의 물결 영향 때문에 위성 영상에서 쉽게 감지되며 이 물결이
진행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산악파 조건에서 회전력이 발달할 수 있으며 이는 표면에서 기류의 역전을 유발할 수 있다. 이 현상은 지상풍이
간헐적으로 경도풍의 흐름과 반대방향으로 부는 산의 풍하측 지면 관측에서 가끔 발견된다. 산악파 형성이
반드시 회전력 생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하지만 산악파 없이 회전력을 발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회전력은 지면에서 풍력과 풍향의 예상치 못한 변화를 유발하며 중간 또는 강한 난류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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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 따르면 대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난류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회전력이 크게 두 종류 있다. 이러한
지식이 유용하긴 하지만 이 중 하나는 운항에 안전하고 나머지는 위험하다고 확실하게 구분 지어 말 할 수는
없다.

제1형 회전력
제1형 회전력은 에너지가 아래로 전달되는 매끄러운 사인파 흐름(회전력에서 멀어지는 방향)을 보여준다.
이것이 그림 5a에 묘사되어 있다. 회전력 개념 모델은 가장 강력한 난류가 첫 번째 파고점 아래에서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본다. 이 때 삿갓구름, 두루마리구름, 렌즈운 또는 층적운이 동반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삿갓구름이 있다가 언덕
아래 바람이 부는 쪽으로
내려갈 수 있다.

공기가 포화될 정도로 난류가 충분히
혼합되면

이곳에

두루마리

회전운이

형성될 수 있다

두루마리구름

기압능/언덕

회전력

그림 5a. 부드러운 사인파 흐름(층류)을 보이는 제1형 회전력. 대기 중 습도가 충분히 높으면 두루마리구름과
삿갓구름이 나타날 수 있다.

제2형 회전력
제2형 회전력은 훨씬 드물게 발생하지만 더욱 강력하다. 에너지가 대기의 더 높은 곳으로 전파되고 더 큰 난류가
풍하측으로 흐른다. 주요 특징이 그림 5b에 묘사되어 있다. 제2형 회전 현상은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유체가
느리게 움직이는 유체와 만날 때(둑이나 배수로 등에서) 물뜀(hydraulic jump)이 발생하는 것과 유사하다.
언덕의 정상에서 부는 바람은 언덕 꼭대기에서 공기가 압축됨에 따라 더욱 강화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
외에도 언덕 뒤쪽에서 아래 방향으로 부는 바람은 매우 강해질 수 있으며 특정 종관 조건에서 ‘하강 폭풍’이
발달하기도 한다. 2002년 1월 28일 스코틀랜드 글렌오글에서 산악풍이 발생했을 때 124KT 하강풍이
기록되었다.
강력한 하강풍은 에너지가 대기의 높은 고도로 전달되어 최대 10,000피트까지 도달하는 초강력 난류를
형성하는 “물뜀 지역”에서 갑작스럽게 끝난다. 이 난류의 강도는 고도가 하강하면서 점차적으로 소멸된다. 또한
지면에 강력한 회전력이 존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극심한 난류가 발생한다. 제2형 회전력이 발생하는 동안 연직
속도 1,500-2,000ft/m의 바람이 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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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에

소용돌이는

형성된
기류를

따라 하강할 수 있다.

회전력

기압능/언덕
언덕 꼭대기에서 풍력

이곳에 매우 강한 하강풍이 불 수

강화

있다.

그림 5b. 기류의 “물뜀(hydraulic jump)”과 매우 강력한 난류 하강풍이 부는 지역을 나타내는 제2형 회전력

제2형 회전력 형성을 촉진하는 요인


산 정상 근처에서 발생하는 역전 현상



기압능 축에 수직으로 30° 이내인 풍향 및 기압능 꼭대기에서 최소 풍속 20KT



역전을 통해 크게 증가하지 않는 풍속

고도 (m)

아래 그림 6a는 제1형과 제2형 회전력의 기류 패턴 차이를 보여준다.

그림 6a. 제1형(좌)과 제2형(우) 산악파 난류 간의 기류 차이를 설명.
출처: Hertenstein & Kuettner “Rotor types associated with steep lee topography” 2005.

풀린(untrapped) 산악파
풀린 또는 수직으로 전파되는 산악파는 안정성이 높거나 풍속이 낮을 때, 또는 언덕의 폭이 넓을 때 형성된다.
파에너지는 위쪽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이러한 파는 성층권에서 일상적으로 목격되며, 경계가 확실한 산악성
권운이 생긴다.
수직으로 전파되는 파는 산에서 하강하는 첫 번째 파장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파는
더욱 증폭되어 고도에 따라 바람 반대방향으로 기울어진다. 이렇게 기울어지고 증폭된 파에 의해 매우 높은
고도에서 항공기는 난류를 경험할 수 있다. ‘산악성 권운’이 풀린 풍력파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기도 한다. 산의
높이가 높고 바람이 불어가는 방향의 경사가 가파른 경우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좁고 정지된 제트 권운이 사라질
수 있다(그림 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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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기류
산악지형에 의해 유도되는 또 다른 현상은 회전기류이다(그림 6b). 하지만 항공업계에서 정의하는 회전력이
학계의 정의보다 덜 엄격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회전기류는 산악파 및 제1, 2형 회전력의 형성과
조건은 비슷하지만 이들과 별개로 간주되어야 한다.
가파른 언덕이나 산의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언덕 정상과 비슷한 고도에 있는 공기층에서 익단와류(trailing
vortex) 순환이 바람 부는 상향으로 조금 더 연장될 수 있다(주로 15해리 이하). 이러한 와류나 소용돌이는
바람장의 윈드시어에 의해 형성되며 기류를 타고 전파되는 강한 난류를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사인파
진동이나 물뜀이 없기 때문에 산악파 및 과학계에서 정의하는 회전력과는 다르다. 그림 6b는 회전기류가
발생하는 동안 산 주변에서 예상되는 흐름을 보여준다.
산에서 바람이 부는 방향의

약한 바람

기류에 있는 난류

기압능/언덕
강한 바람

그림 6b. 회전기류 발생 동안 산 주변의 공기 흐름
출처: 유럽항공협회(JAA) 비행조종사 자격증 이론 매뉴얼
회전기류는 기단이 안정적일 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언덕 전체의 저고도 바람 성분이 20KT
이상이고 언덕의 1.5~2배 높은 고도에서 풍속이 크게 감소하거나 역전되는 상황이다.
2.3.2

항공기 영향

산악파는 항공운항 측면에서 장점과 단점이 모두 있지만 단점이 훨씬 많다.
숙련된 글라이더 조종사는 고도를 높이기 위해 산악파의 상승기류를 찾는다. 상승률이 약 500 ft/m이면 빠르게
고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러한 상승기류 안에서 비행이 매우 순조롭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다수의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
(1) 고도가 급격하게 변하면 조종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다른 비행 고도에 있는 항공기와 충돌할 수
있으며 더욱 중요한 점은 하강기류에 휩쓸리면 지면 안전유지거리(terrain clearance margin)가 갑자기
감소해 결과적으로 지면과 충돌할 수 있다. 이러한 영향은 항공기 경로가 기압능과 평행할 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연직 속도가 500ft/m를 초과하면 산악파 활동이 항공 차트상에 나타난다. 세스나
경항공기 모델 중 일부는 최대 상승률이 700ft/m이다. 대체로 민간 및 군용 항공기의 출력이 높을수록
더욱 빨리 상승할 수 있지만 500ft/m의 하강기류가 경항공기 조종사에게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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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층류와 등류가 해체되어 첫 1~2개 저고도 파고점에 회전력이 형성되는데, 이러한 지역에서 난류가 매우
심할 것으로 예상되며 ‘두루마리구름’이 동반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3) 파장이 짧은 경우 항공기가 고속으로 파열(wave train)을 통과하거나 수직으로 지날 때 연직 속도가
급변하는 상황을 긴 시간 겪을 수 있다. 이는 난류 비행으로 이어진다.
(4) 난류는 산악파의 이동과 연계되어 발생할 수 있는데, 특히 수직 기류가 강하고 파장이 짧을 때 더욱 쉽게
발생한다. 파고점과 파저점에 가까운 지역일수록 난류가 쉽게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중고도에서는
기류가 상당히 부드럽고 층을 이룬다. 산악파는 모든 중력파와 함께 해체되면서 심한 난류를 유발할 수 있다.
지표면 회전력, 특히 제2형 회전력은 항공기에 극도로 위험하다. 항공기는 안정적인 운항을 전혀 할 수 없다.
풍향이 갑자기 바뀌면서(윈드시어) 급상승과 급강하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강력한 상승기류와 하강기류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바람이 부는 방향에서 난류는 항공기의 측풍 한계를 벗어나는 매우 강한 공기 흐름으로
바뀔 수 있다. 비행장 주변의 여러 지역에 설치된 바람자루가 모두 전혀 다른 풍향과 풍력을 나타내는 것이
가능하다.
2.3.3

적절한 영상을 이용한 위험 진단

산악파 활동이 위성 영상에 매우 분명하게 감지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갇힌 산악파는 적외선 및 가시광선
영상에서 선명한 파형 모양으로 쉽게 진단할 수 있다. 열린, 또는 수직 산악파는 ‘산악성 권운’의 특성을 보고
확인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조건에서 난류를 의미하는 권운 패턴이 있다.

(a) 난류성 풍하파

얇은
권운

(b) 비난류성 풍하파

두껍고
공백

차가운
권운

기압능

두껍고

얇은

차가운

권운

권운

기압능

그림 7a. 난류/비난류 시나리오를 의미하는 권운 특성
풍속 및 풍향 표면도는 지면 고도에서 회전력의 영향을 알려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표면의 기류는 매우 가볍고
수직 기울기/표면 관계에 완전히 배치되는 방향, 때로는 정반대 방향으로 분다
갇힌 산악파의 예가 그림 7b에 묘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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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b. 위성 영상(좌)은 2011년 12월 22일 서풍이 불 때 갇힌 산악파를 보여준다. 화살표는 사진(우)에 있는
페나인 산맥 동부의 렌즈운 위치를 나타낸다. 위성 영상 속 AC에 의해 드리워진 그림자 주의.

2.3.4

경험적 예측 기법

산악성 난류가 두드러지는 종관 상황은 다음과 같다.


바람 강도에 의한 깊은 저기압 주변



안정적인 대기의 상승이 긴 기압능에서 공기 압축을 유발하는 온난전선 앞부분. 이 때 언덕 꼭대기에서
풍속이 경도풍의 2배 이상으로 높아질 수 있으며 회전력을 형성하기도 한다.



여름 폭염 시 안정적인 온난구역 내 강풍

2.3.5

관련 수치예보 산출물

산악지형에 흐르는 일반적인 기류의 경우 최초 근사치로 925hPa 및 850hPa 바람장을 사용하는 것이
유용하지만 모델은 한계가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예보 시 해당 국가의 지형을 확실하게 파악해야 한다.
물론 대기 안정성이 산악파 활동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예보관은 테피그램(실제 및 예보 포함)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4

청천난류(CAT)

2.4.1

설명

청천난류는 윈드시어가 두드러진 지역에서 발생하는 중~고고도 대기의 난류를 묘사할 때 사용되는 용어다.
용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항상은 아니지만 구름 없이 발생하는 난류이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감지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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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항공기 영향

모든 유형의 난류와 마찬가지로 청천난류의 강도는 ICAO 분류법을 따른다. 가장 심한 경우 항공기에 구조적
손상이 가해질 수 있다.
민간 항공의 경우 승객이 불편함을 느끼거나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부상을 입을 수 있다. 난류에 휩쓸려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도 있다.
2.4.3

적절한 영상을 이용한 위험 진단

위성 영상에 나타나는 특정 구름 패턴을 통해 청천난류가 예상되는 지역을 파악할 수 있다. 비행 중 난류를
만나는 경우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항공기 보고(AIREP) 역시 일상적으로 모니터링 되어야 한다.
물결모양
제트기류

5” Lat.
5” Lat.
횡대

제트 권운대

횡대

횡대

5” Lat.

그림 8. 위쪽 좌/우와 아래쪽의 그림들은 난류 지역을 나타내는 구름 특성을 보여준다.
출처: Bader et al, 1995.
파상운으로도 알려진 권운의 특징적인 패턴은 청천난류 지역의 신호이다. 파상운은 켈빈-헬름홀츠(KelvinHelmholtz) 불안정 형태의 난류로 해체됨을 의미한다(그림 9 참고)
켈빈-헬름홀트 불안정성은 정적 불안정에 의해 발생한 난류와 윈드시어의 비율인 리차드슨의 수 Ri를 통해
평가된다.

𝑅2
𝑅𝑅 =
(𝑅𝑅/𝑅𝑅)2
여기서 N2 = (g /θ) (d θ /dz) (N = 부력주파수(Brunt-Väisälä frequency))
이 공식에서 U 는 풍속, g 는 중력가속도(약 9.8 ms-1), θ 는 온위(potential temperature), z는 고도이다. 정적
안정성이 높은 성층권에서도 윈드시어의 크기가 충분하다면 난류와 쇄파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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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가 0.25 미만이면 ‘쇄파’가 형성된다. 0.25~1.0일 때는 난류가 지속되는 반면 1을 넘어가면 모든 난류가
잦아든다.

버지니아
물결무늬

중~강 난류 지역

남캐롤라이나
파상운

대서양

그림 9. 난류성 켈빈-헬름홀츠 불안정 상태로 해체되는 파상운
수증기 및 적외선 영상은 제트기류를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하며 예보 모델에 위치 오류가 있음을 의미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청천난류 지역을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다.
항공기 보고(AIREP)는 제트기류의 평가와 조정에 유용하기 때문에 모니터링 되어야 한다. 하지만 가장 강한
청천난류가 예보되는 지역을 피하는 쪽으로 비행 일정이 계획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항공기 보고의 활용은 이
용도로 한정되어야 함에 주의해야 한다.
2.4.4

경험적 예측 기법

청천난류가 자주 발생하는 곳:


윈드시어가 최대인 중심부 근처 및 아래쪽에 형성되는 제트기류의 차가운(극지방향) 부분



중심부 위쪽에 형성되는 제트기류의 따뜻한(적도방향) 부분. 제트기류가 강할수록 청천난류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주변 풍속이 곡선 때문에 한계치에 도달하여 상측 기압능이 발달하는 지역



풍향이 갑작스럽게 바뀌는 가파른 상측 기압골



제트기류가 합류 및 분류되는 지역



좁지만 길고 분명한 청천난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안장부 지역

그 외 특성:


중심부 풍속이 100 kt보다 높고 4kt/1,000ft 의 수직 윈드시어가 예보되는 경우 150 해리(약 300km) 이내에
중간 강도의 청천난류가 발생할 수 있다.



리차드슨의 수(Ri)가 2.5보다 큰 대류권 위에서는 청천난류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청천난류는 대류, 특히 전선 대류가 동반되는 지역 상공에서 발생 또는 강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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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천난류는 해상보다 육지 상공, 특히 산악지역 상공에서 더욱 자주 발생한다. 청천난류 보고의 60%가
제트기류 근처였다. 수평 및 수직 윈드시어 값이 알려지면 청천난류의 강도를 파악할 수 있다(표 2 참고).
청천난류 확률 역시 예보모델을 통해 자동으로 산출된다.
표 2. 수평 및 수직 윈드시어 관련 주관적인 CAT 평가 가이드

중간

강함

수평 윈드시어

20kt/고도 1°

30kt/고도 1°

수직 윈드시어

6kt/1,000ft

9kt/1,000ft

그림 10은 청천난류가 자주 발행하는 지역의 모식도를 보여준다.
— 실선: 300hPa 등고선.
— CF: 두 개의 제트기류가 합류하는

지점
— CL: 상부 대기 안장부

윈드시어 선을 따라 좁고 긴 구역에서
난류 발생
— D: 제트기류가 분류되는 지점
— J: 저기압 측면의 제트기류 난류
— R: 상부 기압능 발달
— T: 가파른 상부 기압골
— W: 파동저기압 발달

300hPa에서

난류 빈발지역 경계

윈드시어선

제트기류축

그림 10. 청천난류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의 모식도
2.4.5

관련 수치예보 산출물

고고도 제트기류의 경우, 지위고도장(geopotential height field)은 등풍속선 및 기류 분석과 함께 청천난류 발생
확률이 높은 지역을 진단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된다. 모델에서 기압골과 기압능이 형성과는 과정을 고려하여
상기 실험 기법을 모델장에 적용한다.
윈드시어에 의해 발생한 청천난류는 지난 수십 년 간 많은 연구의 주제였다. 윈드시어에 의한 청천난류를 예측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제안되었으며 이러한 예측 방법을 검증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 중
일부는 엘로드와 냅이 제시한 엘로드지수(Ellrod Index)(Ellrod and Knapp (1991))가 다른 방법들(McCann, 1993
and Brown et al., 2000 등) 보다 결과가 더 좋다는 결론을 내렸다.
일부 지점에서 비행계획(경로 상 풍속, 시간, 연료 연소, 비행 고도 온도 등 비행 관련 산출) 사본을 확보하여
데이터에 포함된 ‘윈드시어’ 값을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다.
모델의 고도별 격자 길이/수직 분리 때문에 제트기류 중심부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하지만 수치예보 모델의 공간해상도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어 이러한 상황은 개선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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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한 사례연구

물결무늬와 가로띠 영상이 그림 11에 나와 있다.

IR 0500 Z

IR 0600 Z

물결무늬

가로띠

IR 0700 Z

IR 0800 Z

그림 11. 2005년 6월 6일 물결무늬 구름과 가로띠 발달을 보여주는 영상들

난류 (미예보)
난류(미예보)

그림 12. 북대서양 중요기상예보 검증(0600 Z), 2005년 6월 6일
그림 12의 북대서양 중요기상예보(0600 Z)는 세계공역예보센터(WAFC) 런던 지부에서 제작한 것으로
물결무늬 구름이나 가로띠와 관련된 난류 지역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다. 이 지역에 중간 강도의 난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FL340에서 110kt 제트기류를 따라 보이는 지역은 FL280과 FL390 사이에서 중간
강도의 청천난류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세계공역예보센터 기상도는 24시간 앞서 발표되는데 이 시점, 특히 구름계가 발달하고 있을 때는 특정 구름
특성을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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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모델에 오류가 있으면 예보관이 사용하는 데이터 자체가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행 전에 항공기 승무원에게 즉각 공지해야 할 때 예보관은 이러한 영상을 이용해 예보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2.5

저고도 제트기류

2.5.1

설명

저고도 제트기류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그 중 하나는 한랭전선의 앞에서부터 전선을 따라 저고도로 강하게
부는 관 모양의 풍류다. 이 제트기류는 한랭전선의 영향을 받으므로 전선과 함께 이동한다.
또 다른 저고도 제트기류는 야간 역전 현상과 그에 따른 경도풍과 지상풍의 분리에 의해 가속되는 풍류다.
기류가 분리되면 지상풍은 매우 약해지는 반면 바로 위에서 부는 바람은 더 이상 마찰(또는 점성항력)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더욱 강해진다.
야간 저고도 제트기류(또는 최대 바람)는 50~1000m 고도의 경계층 특성이다. 이 제트기류는 수십 미터 두께의
얇은 층에 갇혀 있기도 한다. 50m 마다 20m/s의 상당한 시어가 발생할 수 있다. 야간 저고도 제트기류는
일반적으로 약한 기압경도에서 발생하는 관성류다. 관성주파수 2 π/f 에 따라 야간에 풍력이 바뀐다. 제트기류의
하부와 상부에서 발생하는 시어 때문에 난류가 형성될 수 있으며 중력파가 활성화될 수도 있다. 야간 저고도
제트기류는 전세계 일부 지역, 특히 호주와 중앙 유럽 북부의 낮은 평원과 북아메리카의 대평원에서 종종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
‘스팅 제트’라는 저고도 제트기류가 있는데 이는 폭발적인 저기압의 낮은 중심부에서 형성된다. 스팅 제트는
이미 하강하는 기류를 통과해 내리는 강수가 증발함에 따라 공기가 냉각되면서 (따라서 밀도가 높아짐) 풍력이
강해지는 지역이다. ‘스팅 제트’는 아직 연구단계 있으며, 정확한 형성 기제는 여기에 간략하게 설명된 것 보다
훨씬 복잡하다.
‘기후학적’ 저고도 제트기류의 한 예는 ‘소말리 제트’의 계절적 발달과 소멸이다. 소말리 제트는 북반구 여름 및
아시아 계절풍의 특징이다. 완전히 발달한 저고도 남동풍 기류는 마다가스카르 북부 끝을 관통한 후 남풍으로
방향을 전환했다가 아프리카 북동부를 통과하는 남서풍이 되었다가 예멘과 오만 해역을 평행하게 지나는
남서풍 기류가 된다. 소말리 제트는 기후학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850hPa 고도에서 최대
풍속이 약 40~50kt이기 때문에 항공 측면에서도 고려대상이다.
2.5.2

항공기 영향

난류가 저고도 한랭전선 제트기류에 미치는 영향은 예상을 벗어나고 강력하다. 제트기류의 경계에서 발생하는
윈드시어는 조종사 차원의 조치가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저고도 제트기류는 지면 안전거리 확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의미하며 착륙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야간 제트기류는 두드러진 난류를 유발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조종사는 계속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경계를
통과할 때 난류가 존재할 수 있지만 특히 이착륙 시 항공기 상승을 방해하는 것은 저고도에서 날개에 작용하는
기류 변화이다.

항공 위험기상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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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영상을 이용한 위험 진단

한랭전선 상 저고도 제트기류가 위성 영상에 항상 포착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류가 강화된 지역을 확인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것이 나타내는 한랭전선 상 대류띠는 결과적으로 저고도 제트기류를 의미한다(그림 13 참고).

그림 13. 밧줄구름(우)과 대류띠(좌)를 나타내는 위성 및 레이더 영상
갈라진 전선은 얕은 습윤대에서 저고도 제트기류를 의미할 수 있다.

기압
hPa

고고도
한랭전선
CF1

저고도
제트기류

지상
한랭전선
CF2

그림 14. 고고도 및 지상 전선의 위치와 저고도 제트기류의 관계를 보여주는 레이더와 위성 합성 영상.

항공 위험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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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 영상에 한랭전선 상의 대류띠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저고도 제트기류를 짐작할 수 있다(그림
15 참고).

그림 15. 2005년 9월 26일 1200 Z에서 찍힌 가시광선(좌)과 적외선(우) 영상에서는 대류띠가 나타나지
않는다.

레이더 영상은 아일랜드 리머릭에서 에니스킬렌까지 이어진 대류띠를 보여준다. 그림 16에서 확대된
레이더/가시광선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6. 아일랜드 상공의 대류띠를 나타내는 확대 영상
2.5.4

경험적 예측 기법

예보관은 모든 저고도 제트기류 시나리오에 대한 개념 모델을 알고 있어야 한다. 모든 저고도 제트기류가 신뢰도
높은 경험적 기법으로 사용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페르시아만의 야간 제트기류 강도와 고도를 예보하기 위해 개발된 노모그램처럼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개발된 방법도 있다.
아래 그림 17은 전선대와 대류띠, 저고도 제트기류 간의 관계를 보여준다.

항공 위험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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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트기류

건조한 찬 공기
저고도 제트
따뜻하고 습한 공기

그림 17. 지상 한랭전선 앞 저고도 제트기류 개념 모델
2.5.5

관련 수치예보 산출물

수치모델 바람 예보는 저고도 제트기류를 완전히 포착하지 못할 수 있다.
상층 대기 연직분포(테피그램 등)에 대한 실제 데이터와 예보 데이터를 상호 참조하는 것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저고도 풍력 상승 지역을 감지하는 유일한 방법일 지 모른다. 물론 이는 저고도 제트기류를 포착할 수 있는
적절한 위치에서 적시에 실제로 상승하는가에 의해 결정된다. AMDAR 연직분포를 이용해 이러한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한랭전선 주변의 850 상당온위 기둥(plume)에서 촘촘한 경도는, 특히 전선 갈라짐을 나타내는 다른 증거가 있는
경우, 앞서 Bader(그림 8)의 예와 비슷한 시나리오를 의미할 수 있다.
수치모델에서 연직으로 온도 상승은 지면 역전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지만 역전의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 예보관은 이러한 신호에 주의하고 지상풍과 경도풍이 분리되는 경우 지면 기류의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2.5.6

간략한 사례연구

페르시아만 남쪽 해안을 따라 자정과 새벽 사이에 야간 제트기류가 종종 목격된다. 이 때 가변적이고 약한
지상풍과 20kt 미만의 북서 지형풍 조건에서 40kt가 넘는 저고도 최대 제트기류가 1,000ft 고도 미만에서 목격될
수 있다. 이는 항공기 이착륙시 특히 위험한 윈드시어를 유발한다.
그림 18은 확실한 기온 역전이 일어난 사례 3가지와 1,000ft보다 훨씬 낮은 고도에서 바람이 약 40kt의 초강력
지형풍이 되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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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bery(1983)는 기온 역전의 크기를 이용해 제트기류의 속도와 고도를 예측하는 단순한 노모그램을
고안했다(그림 19). 이 방법은 다음과 같이 야간 제트기류 발달에 호의적인 조건일 때 적용될 수 있다.


맑은 하늘일 때 지면에서 충분한 복사냉각이 일어나 지면 근처에 안정적인 층이 생긴다.



고기압성 종관 규모의 기압경도가 높은 북서풍

낮의 열기는 기온 역전을 깨뜨리기 때문에 야간 제트기류는 이른 아침에 소멸된다.
피트

그림 18. 뚜렷한 기온 역전이 있을 때 바레인의 저고도 연직분포.
출처: Membery,1983.

역전의 크기

야간 제트기류 고도 (피트)

야간 제트기류의 속도 및 고도 계산을 위한 노모그램

그림 19. 야간 제트기류의 속도와 고도를 예측하는 노모그램
1단계:

A에서 역전의 크기를 예측(예: 5°C)하고 교차점을 찾는다.

2단계:

저고도 최대 속도를 읽는다(40kt).

3단계:

가장 확실한 최대 고도를 읽는다(800ft).

3~9°C 역전과 24~46kt 제트기류 풍속에 대해 유효하다.
출처: Membery,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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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 난류/후방 소용돌이

2.6.1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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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 난류는 항공기가 지나간 후 생기는 소용돌이에 의해 발생한다. 소용돌이는 각 날개의 윗면에 생기며
항공기가 지나간 자리에 남아있다. 헬리콥터 역시 주 회전날개에서 발생하는 소용돌이와 함께 후방 난류를
생성한다.
후방 소용돌이와 후방 난류는 형성 과정에서 항공기가 비행을 유지하고 하향 추진력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상학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주로 항공기의 중량, 크기, 공기역학 특성에 의해 결정된다. 하지만
일단 형성되면 1-2m/s의 속도로 하락하면서 일반적인 바람의 흐름에 따라 이동한다.
2.6.2

항공기 영향

모든 유형의 난류와 마찬가지로 저고도에서 만나면 회복할 공간과 시간이 없어 치명적일 수 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두 대의 항공기가 잇달아 이륙할 때 발생할 수 있다.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앞서
이륙한 항공기는 승객, 화물, 연료가 모두 가득 찬 상태일 확률이 높다. 따라서 그 무게 때문에 더욱 강한 후방
소용돌이 및 후방 난류가 발생한다. 뒤이어 이륙한 항공기 역시 가득 차 있고 무거울 것이다. 두 번째 항공기가
후방 난류를 만다면 무게 때문에 입력 제어와 엔진 출력 설정 속도가 즉각적이지 못해 지면과 충돌할 수 있다.
가벼운 항공기가 무거운 항공기의 후방 난류를 만나면 매우 심하게 흔들릴 수 있다.
이륙 이후에도 항공기가 예상치 못하게 후방 난류를 만날 수 있다. 항공기가 북쪽으로 이륙해 그 지역을 떠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온다면 후방 난류는 동쪽으로 이동할 것이다. 두 번째 항공기가
이륙한 후 서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면 앞선 항공기의 후방 난류에 휩쓸릴 수 있다.
조종사가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예방법은 앞선 항공기와 안전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다. 경항공기가 무거운
항공기 뒤를 비행하는 경우에는 비슷한 중량의 무거운 항공기들 사이의 거리보다 훨씬 더 멀리 떨어져서
비행해야 한다. 현재 국제적으로 합의된 안전 거리를 유지하는 책임은 항공교통관제소와 뒤따르는 항공기의
조종사에게 있다. 항공산업에서 지상과 영공의 수용력을 높이기 위해 안전을 담보하는 범위 내에서 이 거리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기상학이 이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항공기 엔진 배기구에서 형성되는 비행운은 날개 끝에서 발생하는 소용돌이와 합쳐진다. 따라서 항공기의
엔진이 4개일 경우, 이 항공기의 길이만큼 떨어진 뒤에서는 두 개의 비행운만 남아있게 된다. 일반적으로 후방
소용돌이는 세로 방향의 변화를 보이는데 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용돌이가 해체된다. 주변 난류가 강할수록
이러한 해체 현상이 일찍, 강하게 진행된다.
2.6.3

적절한 영상을 이용한 위험 진단

기상학에서 후방 소용돌이를 진단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영상은 없다.
비행운이 오래 지속되기는 필수 조건은 얼음과 관련 있는 과포화 대기이다. 따라서 자연적으로 권운이 시작되기
전에 비행운이 형성된다. 하지만 비행운이 수 시간 지속되는 반면 후방 소용돌이는 대체로 몇 분 후에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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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경험적 예측 기법

앞서 언급되었듯이 항공기의 중량, 크기, 항공역학 특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일단 후방
소용돌이와 후방 난류가 형성되면 가라앉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반적인 바람의 흐름을 따라 이동한다.
지속시간과 강도는 항공기가 비행하는 대기의 안정성과 풍력에 따라 달라진다. 소용돌이는 매우 안정적으로
성층화된 기단과 불안정한 기단에서 가장 빠르게 소멸되는 편이다. 대기가 더욱 중립적으로 성층화 되면 더
오래 지속된다. 현 시점에서 지속시간과 관련해 예비 예보관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
소용돌이는 한 번 형성되면 분 당 300~500ft 속도로 하강하다가 결국 형성 지점에서 약 1,000ft 낮은 고도, 또는
항공기로부터 약 5~9해리 뒤에서 사라지는 경향이 있다. 헬리콥터 역시 후방 소용돌이를 유발하는데, 특정
중량의 헬리콥터는 비슷한 중량의 고정식 날개 항공기보다 더욱 강한 소용돌이를 일으킬 수 있다. 이착륙 시
지면에서 소용돌이가 발생하면 하강하지 못하는 대신 지면에 머물면서 활주로 측면으로 이동한다. 하지만 이
현상은 지상풍에 따라 달라지며, 측면을 향하는 움직임과 반대 방향의 이류가 정적 후방 소용돌이로 전환될 때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기류가 상부에서 지면으로 하강하면 튀어 올라 다시 상승할 수 있다.
관제사는 후방 소용돌이(및 그에 수반되는 난류)가 바람을 타고 다른 활주로로 이동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여러 개의 활주로가 특히 평행하게 있을 때 예보관은 풍향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달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다.
풍향과 그로 인한 후방 소용돌이의 이동 경로는 회로 방향(오른쪽 또는 왼쪽)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예보관이
제공한 정보는 이러한 상황에서 관제사의 판단에 도움이 된다.
2.6.5

관련 수치예보 산출물

후방 난류를 구체적으로 예측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현업 수치예보 산출물이 현재는 없다. 하지만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후방 소용돌이 모델이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특정 항공기와 특정 환경에 대해 후방 소용돌이의
발생 위치, 시기, 지속시간을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후방 난류의 이동과 관련해 저고도 바람이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모델 바람을 이용해 일차적인 산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보관은 미풍 시나리오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모델의 한계로 인해 가장 유력한 풍향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 후방 소용돌이가 주변 활주로로 이동할 것인지 판단하는 등 예보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간략한 사례연구
2001년 11월 12일 에어버스 A330기가 JFK 공항에서 이륙한 후 뉴욕 퀸스에 추락했다. 이 항공기는 직전에
이륙한 보잉 747기에 의해 발생한 후방 난류에 휩쓸린 것으로 보인다.
이 사고와 관련해 논란이 있었지만 보잉 747기의 후방 난류에 휩쓸린 후 비행 고도를 회복하려던 노력이
항공기의 수직 안정장치를 손상시키는 힘을 유발했고 결과적으로 제어를 잃고 추락한 것으로 결론 내려졌다.
후방 난류 자체가 항공기의 수직안정판을 손상시킨 것은 아니지만 난류에 들어선 후 조종사의 행동이 사고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항공 위험기상

27

착빙

3.

착빙은 강수가 항공기 표면이나 부품 내에 모여서 생긴다. 이로 인해 여러 가지 영향이 발생한다. 한 가지 주요
기제는 과냉각된 물이 항공기에 지장을 주고 순간적으로 결빙되는 것이다. 착빙이 발생하는 위치는 다음과 같다.


기내 또는 기체 표면



지면 착빙

착빙은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


기체 착빙



엔진 착빙

일반적으로 착빙 예보는 기체 착빙만 의미한다.
항공기 착빙에 대처하는 전략은 (1) 항공기가 착빙 시 내구성을 갖도록 설계, (2) 이륙 전 항공기 얼음 제거, (3)
항공기에 착빙 방지 장치 설치 등 크게 세 가지가 있다. 항공기마다 약, 중, 강의 착빙 강도 범주 중 하나에 대해
인증을 받는다.
3.1

기체 착빙

3.1.1

설명

기체 착빙은 주변 기온이 0°C 미만이고 과냉각된 물방울이 있을 때 발생한다. 하지만 항공기가 높은 고도에서
급강하하면 기체 표면, 특히 연료 탱크 주변이 어는점 미만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외부 기온이 0°C보다 훨씬
높을 때도 착빙이 발생할 수 있다.
기체 착빙에는 다음과 같이 여러 종류가 있다.


상고대 착빙: 거칠고 쉽게 부서지는 흰색의 불투명 다공질 얼음으로 기류를 크게 방해한다. 상고대 착빙은
저온(< -10°C)이나 액체수(liquid water) 함량이 적을 때 발생한다. 이러한 조건에서 결빙 과정 동안 배출된
열은 즉시 외부로 전달될 수 있다.



맑은 착빙(혹은 글레이즈 착빙): 맑고 단단하고 밀도 높고 무겁고 매끄러운 얼음으로 기체에 단단하게 붙어
있어 기류에 영향을 거의 주지 않는다. 주로 온도가 상대적으로 따뜻하거나(> -10°C) 액체수 함량이 높을
때 발생한다. 결빙 과정에서 물과 얼음의 혼합물이 형성되어 수 초 동안 반 얼음 상태가 유지된다.
상대적으로 따뜻한 기온 때문에 배출된 열이 주변 기류를 따라 이동할 수 있는 시간이 더 길다.



SLD(과냉각된 큰 물방울 또는 이슬 방울): 직경 50~500 µm. SLD는 충돌 후 날개 표면의 보호구역 뒤를
따라 흐르다가 그 곳에 얼어붙는다. 과거 인증 규정에는 이 위험이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기상학계에서
SLD(이슬 착빙)를 주의 깊게 예측할 필요가 있다.



혼합 착빙: 과냉각된 물과 얼음의 충돌



비 착빙: 직경이 500µm 보다 큰 과냉각된 빗방울이 항공기와 충돌하면 엄청난 얼음 결착이 발생할 수 있다.



서리 착빙: 보통 항공기가 추운 겨울 밤 외부에 정류되어 있을 때 비나 구름이 없으면 얇은 ‘막’이 형성된다.



동체에 결착된 눈: 이륙 전에 제거되어야 한다.



눈비 혼합 착빙(진눈깨비): 비 착빙과 비슷하며, 마찬가지로 기체 흡입과 항공기 통로를 막을 수 있다. 본
문서의 ‘눈’ 장을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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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 착빙 종류의 일부 예를 그림 20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림 20. 착빙 예. a) 상곡대 착빙, b) 맑은 착빙, c) 혼합 착빙, d) 비 착빙
과냉각된 작은 구름 조각들이 항공기와 접촉하면 빠르게 얼면서 얼음에 결착되어 기체 정면 표면에 흰색
상고대가 쌓인다. 물방울이 클수록 어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완전히 얼기 전에 기체 전반으로 퍼진다.
그림 21은 날개 주변의 물방울 궤적을 보여준다.

작은 방울…………….…..1~10 미크론 MVD
중간 방울…………...…..15~50 미크론 MVD
큰 방울………………50~1,000 미크론 MVD
기류
방울 궤적

1~40 미크론: 구름 방울

40~200 미크론: 이슬비

>200 미크론: 비

100 미크론: 사람 머리카락

그림 21. 날개 주변 물방울 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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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영향

착빙의 강도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약
o



중
o



이 착빙 환경에서 비행이 1시간 이상 지속되면 축적율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단시간 발생하더라도 이 축적율은 잠재적으로 문제가 된다. 착빙 방지 장비가 사용되어야 한다.

강
o

착빙 방지 장비를 사용해도 위험을 줄이거나 통제할 수 없는 정도의 축적율. 해당 지역에서 즉각
빠져나와야 한다.

기상학적 요인 외에도 항공기 자체의 특성 역시 기체 표면의 착빙 속도에 영향을 미친다. 날개 단면적이 작은
고속 항공기가 기체역학적 문제에 더욱 취약하며, 따라서 얼음 결착에 더욱 취약하다. 그림 22는 이 현상을
묘사한다.
헬리콥터의 경우 회전날개에 얼음이 쌓이면 균형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착빙에 민감하다.

150 KT
A

150 KT
B

그림 22. 날개 단면적과 얼음 축적의 관계
기체 착빙은 심각한 항공 위험이다. 항공기 영향은 아래와 같이 다양하다.


기체역학 특성 감소



비행 성능 변화



중량 증가 및 고르지 않은 부하



엔진 흡입구 차단



비행장치 조작 문제



조종면 막힘 또는 경화



피토관 막힘



통신 장애



시야 방해

피스톤의 압력으로 인해 엔진 내부에서 습기가 응결되면서 결빙이 발생할 때, 어는 점에 가까운 높은 상대습도
조건에서 엔진이나 피스톤의 착빙이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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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대부분의 정지궤도 위성은 기체 착빙의 기본 조건인 구름 내 존재하는 과냉각된 물방울을 포착할 수 있다.
기체 착빙 진단에 유용한 적외선 영상은 24r9("Day Microphysics") RGB이다. 위성 탑재체인 SEVIRI의 2번
채널(0.8µm)은 출력 장치의 붉은색 광선에, 4번 채널(3.9µm)의 반사도 성분은 초록색 광선에, 9번 채널
(10.8µm)은 파란색 광선에 할당되었다. 얼음은 3.9µm 물보다 흡수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얼음이 포함된 모든
픽셀에서 초록색 성분의 상당부분이 제거된다. 이 픽셀들이 0.8µm 채널에서 밝아 보이더라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픽셀에 얼음 구름이 포함되어 있다면 차가울 것이기 때문에 0.8µm 채널에서 파란색 성분이 감소하고
따라서 차가운 얼음 구름은 이 RGB 영상에서 주황색으로 나타난다.
픽셀에 따듯한 액체수 구름이 있는 경우 초록색 채널(3.9µm 이상 반사도)과 파란색 채널(10.8µm 이상 온도)의
성분이 모두 증가하여 크림색과 옅은 분홍색이 나타난다.
더 차가운(때로는 과냉각된) 액체수 구름 역시 RGB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파란색 광선의 감소된 10.8µm
신호가 옅은 초록색/노란색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이러한 영상은 주간에만 산출이 가능하다.
이 방법이 구름 꼭대기를 모니터링 하는데 유용한 방법이긴 하지만 구름 하부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EUMETSAT
METEOSAT 41.5° (IODC)

기상 및 기후 관련 위성 모니터링
시간 (UTC)

지역:

METEOSAT 0°
영상
IR 03.9
IR 10.8
VIS 0.6
WV 6.2
시각화자료
RGB 합성
기단
재
대류
먼지
E-뷰
안개
미시물리학
자연색
눈
코페르니쿠스

copyright 2017
EUMETSAT
일일 미시물리학 RGB – MSG – 0°

그림 23. 2017년 12월 27일 1200 Z에 대한 영상. 차가운 얼음 구름(1지역), 따뜻한 액체수 구름(2지역), 차가운
액체수 구름(3지역)의 형성에 따른 지역별 반사도 차이에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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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적 예측 기법

기체 착빙의 정도는 기온, 액체수 함량, 물방울 크기, 수직 움직임 등에 의해 결정된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
대기의 수직분포(실제 측정값 및 예측값), 강수 레이더, 위성영상을 다양한 유형의 구름 특성에 대한 지식과
결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보 고려사항
착빙 확률을 판단함에 있어 다음의 요인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착빙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대기 중에 과냉각된 물이 존재해야 한다(온도가 0°C 미만인 액체 물방울).



과냉각된 물이 많을수록(과냉각된 액체수 함량: SLWC) 착빙 위험이 높아진다. 온도가 감소하면 SLWC가
감소한다.



과냉각된 물방울이 클수록 위험이 높아진다.



매우 작은 물방울만 -20°C 미만에서 과냉각 상태로 유지되기 때문에 온도가 0 ~ -15°C일 때 가장 위험한
착빙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



과냉각된 물방울은 -40°C 미만에서 존재할 수 없다.
모두 얼음 결정

대부분 얼음 결정
일부는 얼음, 나머지는 과냉각된 물방울
대부분 과냉각된 물방울
0°C 등온선

모두 물방울
그림 24. 고도에 따른 기온 하락과 물의 상태 변화

빈도

그림 25. 기체 착빙 백분율 빈도(800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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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냉각된 물방울은 단단한 면과 충돌하면 얼지만 완전히 얼기 전에 넓게 퍼질 수 있다. 퍼짐의 정도는
물방울의 크기(클수록 더 넓게 퍼짐), 주변 기온, 표면 온도에 의해 결정된다.



포화된 공기가 위쪽으로 이동하면 구름의 액체수 함량이 높아진다. 적운형 구름 내 상승기류가 있을 때 가장
심한 착빙이 발생하지만 전선구름과 산악구름 속 수직 이동 역시 강한 착빙을 유발할 수 있다.

구름의 액체수 함량
구름의 액체수 함량은 광범위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몇 가지 중요한 고려사항이 아래 설명되어 있다.


구름의 액체수 함량은 구름 밑면 바로 아래 0점에서부터 첫 600~1,000ft까지 대체적으로 선형 증가한다.
산악형 상승이나 적란운 또는 강수가 없다면 이 아래쪽 600~1,000ft에서는 착빙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구름마다 내부의 액체수 함량은 크게 차이가 난다. 구름 상층부에서 건조한 공기와 혼합되면 액체수 함량이
최대치의 절반 정도로 감소하는 반면 구름 체적의 아주 작은 부분에서만 최대치에 가까운 값이 나타난다.



균일한 층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는 구름에서도 산악 효과 때문에 구름의 일부가 수직 이동하면 착빙의
정도가 공간적으로 매우 크게 바뀔 수 있다.

착빙 유형 예측


상고대 착빙: 과냉각된 소형 물방울. 비행 경로를 따라 상대적으로 낮은 SLWC를 나타내며 온도 범위는
대체로 0~-40°C이지만 거의 –10°~–20°C에서 발생하며, 소량 배출된 잠열이 급격히 얼면서 공기를 가둔다.



맑은 착빙(혹은 글레이즈 착빙): 과냉각된 대형 물방울. 비행 경로를 따라 상대적으로 높은 SLWC를
나타내며 온도 범위는 대체로 0~-15°C이다. 대량의 잠열 배출로 인해 천천히 얼면서 역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혼합 착빙: 과냉각된 물방울 크기와 비행 경로에 따른 SLWC의 범위가 매우 넓고, 온도 범위는 대체로 -10~15°C이며 결빙 속도가 서로 다르다.



비 착빙: 과냉각된 매우 큰 물방울(SLD)로 이루어진 맑은 얼음. 비 착빙은 빗방울이 접착면에 결빙되면서
만들어진다. 이는 매우 빠르게 심각한 기체 착빙을 유발할 수 있다. 보통 빗방울이 따뜻한 대기층에서
아래의 훨씬 차가운 층으로 떨어지면 물방울이 과냉각된다. 이러한 현상이 가장 두드러지게 발생하는
상황은 겨울철 온난전선 앞, 특히 따뜻한 공기가 찬 대륙의 공기를 밀어낼 때이다(그림 2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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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전형적인 비 착빙 온도 탐측의 예


SLD(과냉각된 큰 물방울, 이슬 방울, 결빙 이슬): 50~500µm 크기의 물방울. 과냉각된 안개층이 대표적인
시나리오다. 순수한 병합 과정은 며칠 후 이슬 방울 형성으로 이어진다. 표면 온도가 0°C 미만이면 (a) 액체
강수와 (b) 영하 기온 상승으로 이슬 착빙을 진단할 수 있다.



서리 착빙: 영하 미만인 기체보다 높은 이슬점. 세 가지 시나리오: a) 추운 겨울 밤 정류된 항공기, b) 영하
환경에서 고온 고습 대기로 급격한 하락, c) 서리 낀 아침에 야간 지면 역전으로 인해 따뜻해진 습도 높은
대기로 이륙.

착빙의 강도 예측
표 3은 기체 착빙의 확률, 강도, 유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 대류운은 물함량이 높고 물방울 크기와 연직
속도가 더 크기 때문에 층운보다 더욱 심한 착빙을 유발하는 경향이 있다. 아래쪽에서 형성된 과냉각된 물방울의
이류가 물방울 결빙보다 강하고 특히 결빙핵이 없으면 과냉각된 액체수 함량이 높아진다. CB 또는 CU에서 심한
착빙이 발생하는 것이 이 때문이다. 착빙의 위험 역시 결빙점 바로 아래에 있는 구름(높은 SLWC)에서 가장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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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구름 유형별 착빙의 확률과 강도

구름 유형

착빙 확률

착빙 강도

착빙 유형

물 함량
g m-3

CB

높음

강

모두

0.2 – 4.0

CU

중간/높음

중/강

맑은 착빙

0.2 – 0.6

NS

높음

강

모두

0.2 – 4.0

SC, AC

중간

혼합 착빙

0.1 – 0.5

AS

낮음

중/약

상고대 착빙

0.1 – 0.3

ST

낮음

약

상고대 착빙

0.1 – 0.5

중간 이상인 경우는
드묾*

*주의:
(a) 과냉각된 층구름 속을 오랜 시간 비행하면 여기에 제시된 것보다 착빙량이 많아질 수 있다.
(b) 층적운(SC)은 특히 해상의 역전층 바로 아래 영하층에 있는 경우 예상치 못하게 심한 착빙을

유발하기도 한다. 대류현상, 특히 돌출구름 근처에서 특히 위험하다. 조종사는 층운을 통과할 때 적운형
구름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
강한 착빙
높이
(KM)

중간 착빙
약한 착빙

구름 밑면 온도 (°C)

그림 27. 대류운 내부의 착빙 강도
착빙 환경에서 비행한 시간 역시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구름 내 착빙층의 두께는 대체로 2,000~3,000ft에
불과하며 5,000ft를 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층운에서 발생하는 착빙은 일반적으로 고도를 위쪽이나 가능하다면
아래쪽으로 변경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상당한 양의 얼음이 이미 결착되었다면 항공기는 고도 상승을
통해 구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다. 경항공기의 경우 특히 수 분 내에 빠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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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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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 거리

그림 28. 얼음 결착의 SLWC(g m-3) 비율
비기상학적 요인과 기타 요인


수직 이동에 의해 언덕과 산 상공의 영하 구름에서 착빙의 위험과 강도가 증가한다.



SLD의 원인과 특성은 아직 연구 단계에 있다. 하지만 관측 결과 과냉각된 구름 꼭대기 근처의 시어층이
SLD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적운 돌출구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SLD가 항공기 성능에 미치는 영향은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터보프롭 항공기 같은 소형 항공기가 SLD
착빙에 더욱 취약하다.



(얼지 않은) 큰 물방울로 이루어진 영하의 구름에서 착빙의 위험과 강도가 높아진다(SLWC가 높고
과냉각된 물방울의 크기가 크기 때문).



마찰에 의한 운동열이 기체 온도를 상승시킨다(예: 100kt에서 1°C, 500kt에서 25°C 상승).

현재 특정 착빙 진단 및 경고 모델이 개발되고 있다(NCAR, Météo-France, DWD, UK Met Office 등). 그 중
일부는 이미 시험 및 공식적인 평가 단계에 있다. 이러한 모델은 기본적으로 대량의 관측 및 모델 데이터를
이용해 언제, 어디서, 어떤 유형의 착빙이 어떤 강도로 발생할 지 예측하는 전문 시스템이다.
3.1.5

착빙 사례연구

아래 내용은 2002년 6월 28일 사브 340기가 비행 중 제어를 잃었던 사고에 대한 호주교통안전국 보고서를
발췌한 것이다. 이 사고는 항공기가 시드니에서 뉴사우스웨일즈 주 배서스트를 향하던 중 마지막 하강 시 기체
착빙이 발생해 3,810ft의 최저 고도에서 수평 비행에 든 후 발생했다. 항공기가 처음에 왼쪽으로 돌다가 경고
없이 수직 낙하했고, 여기에서 회복하는 동안 오른쪽으로 돌아 112ft 하강하다가 고도를 회복했다.
이 심각한 사고를 조사한 호주교통안전국의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낮은 대기속도, 기체 착빙, 자동운항 시스템
작동 때문에 조종사가 제어를 하지 못했고 사전 실속경보가 울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얼음
결착이 항공기에 비대칭적으로 발생하여 자동운항 모드에서는 이에 따른 회전력에 적절하게 대처할 없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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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온도 탐측과 적외선 위성영상을 이용해 배서스트 지역의 기상 조건을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3,500ft에서 0°C 등온선



구름이 Broken 또는 Overcast 이며, 운고 3,000ft, 운정고도는 7,500ft



운정 온도 범위: –7°C ~ –9°C



산악 효과로 인한 부분적 구름 형성



구름을 관통하여 하강하는 동안 전면 유리창에 얼음 결착 관찰

1994년 미국 로즐론에서 기체 착빙으로 인해 발생한 ART-72기 사고로 인해 미연방항공청은 감항성 개선
지시서를 발행했다. 이 지시서는 미국 사브 340기에 적용되는 것으로, 심한 착빙 조건에서 자동운항 모드는
문제를 가릴 수 있다는 경고사항을 비행 매뉴얼에 삽입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기화기 및 엔진 착빙

3.2

일부 항공기는 기화기와 공기 흡입구에 착빙이 더 쉽게 발생한다. 이는 압력이 감소하면 공기가 팽창함에 따라
단열냉각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기화기 착빙은 피스톤 엔진 항공기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착빙 관련 문제다. 습한 공기가
기화기의 벤투리관에 유입되면 얼음 결정이 축적된다. 이는 벤투리관을 좁아지게 하고 점진적인 전력 감소로
이어진다. 기화기 착빙은 공기 중 수분 함량이 주된 요인이기 때문에 주변 기온이 0°C보다 높을 때 자주
발생한다. 습기가 높을수록 위험이 높아지므로 춥고 건조하고 맑은 겨울보다 여름의 따뜻하고 습하며 흐린 날에
엔진 착빙이 더 쉽게 발생한다. 매우 습한 대기 중에서는 단열냉각으로 인해 온도가 최대 5°C 감소할 수 있다.
연료 증발에 의해 기화기의 냉각 성능이 향상될 수 있다. 이러한 냉장 냉각은 그 자체로 온도를 약 10°C 감소시킬
수 있다.
엔진에 발생하는 또 다른 문제는 흡입구 가장자리와 지지대에 얼음이 쌓이는 것이다. 심한 경우 큰 얼음
조각들이 떨어져 나와 엔진에 손상을 입힐 수 있다.
일부 항공기는 엔진 착빙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고도로 비행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고도의 온도를 예측하는 것이
필요하다(예: PS 03 및 MS 01).
엔진 착빙은 기온이 0°C보다 약간 높고 상대습도가 60% 이상일 때 가장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조종사는 기온과
습도예보 데이터를 활용하여 엔진 착빙 위험을 판단한다. 대표적인 습도가 높은 지역은 폭우 이후 박무와 층운
바로 아래이다.
※ 기화기(CARBURETTOR): 연료와 공기를 혼합하여 실린더에 보내는 장치

4.

적란운과 천둥번개

적란운(CB)는 아래의 가능성 때문에 항공에 매우 심각한 위험요소이다.


강한 난류



강한 착빙



마이크로버스트. 스콜이나 돌풍전선을 형성해 강한 저고도 난류 발생



번개



높은 액체수 함량(빗물 함량)



우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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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란운은 같은 위치와 시간에 매우 다양한 형태의 위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항공기는 적란운 활동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비행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특히 이러한 활동이 구름층에
의해 가려져 있을 수 있을 때 더욱 위험하다.
적란운 각각의 수명은 90분 정도이지만 가장 강력한 적란운 발달 및 천둥번개/번개 활동은 초대형세포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다세포 대류계와 관련 있다. 이러한 대류계는 딸세포 분열 덕분에 수명이 길어져 장시간 유지될
수 있다.
예보관은 천둥번개 활동을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종관 시나리오를 언제나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이러한 시나리오를 자세히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관심 있는 독자는 관련 주제에 대해 다양한 자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4.1

강한 난류

본 문서의 ‘난류’ 장을 참고하여 적란운이 난류 조건 중 가장 심각한 위험을 유발할 수 있음에 유의한다.
4.2

강한 착빙

본 문서의 ‘착빙’ 장을 참고하여 적란운이 착빙 조건 중 가장 심각한 위험을 유발할 수 있음에 유의한다. 강한
착빙은 구름 상층부의 -40°C에 가까운 고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때 고도는 30,000ft보다 훨씬 높을 수 있다.
과거 거대 전선구름계 안에 적란운이 분포해 있는데 항공기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적란운 속으로 들어갔다가
여러 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착빙 역시 피토관이 기능적 발열에도 불구하고 관 막힘을 유발해 사고가 발생했다.
4.3

마이크로버스트

본 문서에서 마이크로버스트와 적란운 관련 현상을 다룬 ‘난류’ 부분을 참고한다. 또한 ‘모래폭풍 및 먼지폭풍’
부분과 하부브(haboob) 현상에 대한 설명도 참고한다.
4.4

천둥번개와 번개

4.4.1

설명

번개는 모루층과 모루층 아래 대기 등 적란운 내부와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다.
기상 용어로 번개는 전위차가 약 108 또는 109 볼트인 약 20 쿨롬의 전기 방전을 의미한다. 전기 방전은 구름
안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구름 속 번개라고 하며, 구름과 지면 사이의 전기 방전을 구름-땅 번개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구름 속 방전이 구름-땅 방전보다 약하다.
천둥은 낙뢰 경로 주변의 대기가 급격하게 가열 및 팽창하면서 전기 방전이 소리로 표출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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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항공기 영향

번개가 항공기(및 승무원과 승객)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다양하다.
항공기의 견고한 금속 구조물이 번개에 맞으면 항공기는 구조적으로 무사하며 패러데이 새장 효과 덕분에
승객과 승무원 역시 번개의 전압과 전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기체 표변에는 번개가 지나간
자국이 확실히 남아있을 것이다. 이는 번개 통로 내 30,000-32,000K에 달하는 온도 때문이다. 방전이 안테나
같은 구조물을 통과해 발생하거나 근처에서 일어나면 구조물이 손상될 수 있다. 낙뢰가 승객과 승무원에게
미치는 영향은 충격과 공포감이다. 야간에 낙뢰가 치면 승무원이 일시적으로 앞이 보이지 않거나 시력이 나빠질
수 있다.
최신 합성 물질에 낙뢰가 치면 물질이 분리될 수 있다. 항공기에서 구조적으로 중요한 부분에 이러한 낙뢰가
떨어지면 기체가 손상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합성물질로 만들어진 헬리콥터 날개가 낙뢰에 맞으면
특히 위험하다.
낙뢰의 영향으로 회로차단기가 오작동하고 전기/전자 시스템이 고장 날 수 있다. 자기나침반 역시 신뢰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무선통신과 네비게이션에 악영향이 미칠 수 있다. 자동방향탐지기는 폭풍의 중심을 가리키기도 한다.
4.4.3

적절한 영상을 이용한 위험 진단

위성영상은 대류운의 발달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적외선 영상을 이용해 꼭대기 부분 냉각과 구름 꼭대기
온도를 알 수 있다. 수증기 영상은 소용돌이도 이류가 높은 양의 값인 지역(적란운과 천둥/번개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지역)을 확인하는데 도움이 된다.
기상 레이더는 대류세포 발달을 모니터링 하는데 필수적인 도구이다. 강우강도를 나타내는 색 코드는 번개의
확률을 판단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이중 도플러 레이더는 유입 지역과 시어층을 감지하여 상승기류 강도를
산출할 수 있다.
번개 감지 시스템은 구름에서 전기적으로 활발한 부분을 찾아내 레이더 영상으로 위험하지 않은 층운형 강우
지역과 활발한 대류세포를 구별할 수 있다. 구름 속 활동성을 감지하는 시스템은 지상에 첫 섬광이 치기 전에
천둥번개 세포의 발달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다. 첫 섬광은 구름 내 빙하작용의 시작과 연관성이 매우 높다.
4.4.4

경험적 예측 기법

천둥번개와 번개 활동의 가능성을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법이 많이 있다. 주요 기법들이 아래 요약되어
있다.


실제 및 예측 프로파일에 대한 테피그램 구축



지역 기준에 따른 대류 및 천둥번개 발생 깊이 평가



-20°C 등온선을 향한 대류 상승



다양한 불안정 지수(Boyden, Modified Rackliff, Jefferson (잠재 불안정 지수), Bradbury (K-Index)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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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적 불안정 지역을 진단하기 위해 고도와 함께 상당온위가 감소하는 지역 모니터링



갈라진 한랭전선과 관련된 ‘얕은 안개’ 지대는 언제나 연구 가치 있음.



구름 두께를 통과하는 무방향성, 단향성, 또는 방향성 윈드시어의 영향 고려

CAPE(대류성 가용 위치에너지) 값과 상승지수(Lifted index) 등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다른 지수도 많이 있다.
CAPE 값은 어떤 수치예보 모델 기반의 탐측을 이용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하지만 테피그램의 ‘등면적’ 특성
도표는 대류의 깊이를 파악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상승지수 값(850hPa 등)이 사용될 수 있지만, 이는 표본 고도
바로 위에서 발생하는 억제 역전을 고려하지 않으며 결빙 고도 역시 고려하지 않는다.
CAPE의 단위는 J kg-1 이며 범위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0

안정

0 ~ 1,000

약간 불안정

1,000 ~ 2,500

다소 불안정

2,500 ~ 3,500

매우 불안정

≥ 3,500

극도로 불안정.

상승지수(500hPa):
11

극도로 안정

TS 가능성 낮음

8 ~ 11

매우 안정

TS 가능성 낮음

4~7

안정

TS 가능성 낮음

0~3

대체로 안정

TS 가능성 낮음

-3 ~ -1

약간 불안정

TS 가능성 높음

-5 ~ -4

불안정

TS 가능함

-7 ~ -6

매우 불안정

강한 TS 가능성 높음

< -7

극도로 불안정

격렬한 TS. 토네이도 가능성 높음

대류세포는 구름 밑면에서부터 위로 쟀을 때 구름 두께의 1/3에 해당하는 고도의 바람장과 함께 이동할 수 있다.
700hPa(~10,000ft) 바람은 영국에서 발생하는 천둥번개의 궤적을 산출하는 초기 정보로 종종 사용되지만
구름이 과도하게 낮고 얕거나, 높고 두꺼운 경우는 주의해야 한다.
4.4.5

관련 수치예보 산출물

다양한 불안정 지수를 확정하기 위해 실험적 기법과 중복하여 수치예보 모델을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인 대류
형성을 테피그램에 적용하고 결론을 도출한다. 대부분의 수치예보 결과를 토대로 대류성 강수와 그 강도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지표 중 가장 ‘무거운’ 것이 경험적으로 적란운과 천둥번개 활동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4.5

폭우

4.5.1

설명

강우 강도와 관련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정의는 없지만 다음과 같은 기준이 사용되기도 한다.


폭우는 시간당 4mm를 초과하는 강수율로 정의된다.



폭우성 소나기는 시간당 10mm를 초과하는 강수율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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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50mm를 초과하는 소나기는 극심한 소나기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이는 열대지역에서 일반적인 강수율로
간주된다.
‘매우 심한’ 같은 용어는 공식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높은
강우강도를 설명할 때 사용되며 천둥번개 활동과도 관련이 있다. 항공 목적으로 사용되는 강우강도는
기본적으로 빗물 함량을 의미한다.
4.5.2

항공기 영향

폭우 또는 매우 심한 폭우는 시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실하다. 하지만 기상학적으로 시정이
감소하는 것 외에도 전면 유리나 캐노피에 부딪히는 빗방울이 시정을 더욱 가린다. 이 정도 폭우에서는 전면
유리 와이퍼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비압착식 경항공기는 폭우가 심하면 선실/조종실/엔진 부품에 누수가 발생해 결과적으로 전자 장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민간 항공기 엔진은 폭우 및 흡습 조건에서 ‘연소 정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험을 거쳐 인증을 받는다. 하지만
열대저기압은 다른 문제이다.
활주로 침수나 물이 정체된 지역은 제동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비대칭 제동과 활주로 미끄러짐이 발생할
수 있다
중간 또는 강한 강수 시 예상치 못하게 저고도 구름(조각 층운)이 형성될 수 있다(아래 참고).
4.5.3

적절한 영상을 이용한 위험 진단

강우 레이더는 강우 지역 및 강우 강도를 진단하는 데 매우 유용하지만 레이더 영상의 한계를 항상 유념해야
한다.
위성 영상은 냉각 중인(따라서 상승 및 발달하고 있는) 구름 꼭대기 지역을 진단하는 보조 데이터로 사용될 수
있다. 강수 및 일반적인 발달 지역을 파악하기 위해 기상 위성(RGB 산출물)에 의해 감지된 다양한 파장을
합성하는 방법이 점점 많이 사용되고 있다. 본 문서의 ‘착빙’ 부분을 참고하라.
번개 감시 시스템은 가장 빈발하고 조직화된 천둥번개 활동이 어디에서 진행되는지 알려주고 이동의 판단을
지원하는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데이터를 분석할 때 예보관은 딸세포 발달뿐만 아니라 다른 곳의 분리된 세포의 방아쇠 작용(태풍이
일반적인 바람의 흐름이나 ‘지향고도’를 따라 움직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을 항상 유념해야 한다.
4.5.4

경험적 예측 기법

양의 소용돌이도 이류와 온난이류 값이 둘 다 높은 지역은 층운과 대류운에서 폭우 발달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산악지형의 경우 언덕과 산의 풍상 측에서 강우강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기억한다.
폭우나 보통 강도의 비가 지속되면 증발 냉각 과정을 통해 저고도에서 습도가 올라간다. 매우 강한 폭우가
30분만 내려도 주변 기온이 습구온도와 가깝게 감소할 수 있다. 보통 강도의 비가 연속으로 내려서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려면 약 1~2시간이 걸릴 수 있다. 산발적인 조각층운이 형성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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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동안 지속되는 비 – 밑면 400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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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수치예보 산출물

기본적인 모델 출력 데이터는 특정 시간의 역학적 강우 및 대류성 강우 강도와 특정 기간에 대한 누적량 관련
데이터를 제공할 것이다.
모델 데이터의 한계를 유념하고, 이러한 강우강도는 하나의 격자 상자에 대해 평균 낸 값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풍상측 경사면에 강우강도가 높을 때 영향을 고려한다.
4.6

HAIL 우박

4.6.1

설명

작은 우박(METAR 코드: GS)은 직경 5mm 미만의 우박 또는 싸락눈을 의미한다. 참우박(True Hail, METAR
코드: GR)은 직경 5mm 이상인 우박을 의미한다. 작은 우박과 참우박은 적란운에서 떨어질 수 있다. 작은 우박은
탑상적운에서 떨어진다(참우박은 해당 없음). 이 현상을 층운형 구름에서 형성되는 얼음싸라기(Ice
Pellet)(METAR 코드: PL)와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우박은 대류성 구름(층운형 구름 또는 초거대 적란운)의 상승기류에서 형성된다. 상승기류가 강할수록 구름의
수직 규모가 크고 대형 우박이 지속될 수 있다.
4.6.2

항공기 영향

작은 우박은 기체에서 튕겨 나갈 뿐 항공기의 구조에는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작은 우박이라도
시정을 크게 저해할 수 있다. 갑자기 우박이 시작되면 조종사가 놀라게 된다.
우박의 크기는 항공기 표면에 손상을 줄 정도로 커질 수 있는데, 이 경우 항공기의 기체역학에 영향을 미치고
심하면 전면 유리가 파손될 수 있다.
우박은 프로펠러 날과 엔진 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다. 우박이 공기흡입구를 막거나 흡입구 내 어딘가
쌓이기도 한다.
갑작스럽게 소나기처럼 우박이 내리면 활주로와 유도로 표면이 매우 미끄러워진다. 따라서 우박이 그치고
시정과 구름 상태가 착륙하기에 문제가 없어 보여도 제동 시 위험할 수 있다.
4.6.3

적절한 영상을 이용한 진단

레이더 영상으로 특정 대류계 안에 우박이 존재하는 것이 확인될 수 있다. 도플러 레이더는 우박이 지속될
정도로 강한 상승기류 정보를 제공하고 편파레이더는 구름 속 우박의 존재를 알려준다. 일반적으로 대형
천둥번개 상승기류 내부나 근처에서 우박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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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

경험적 예측 기법

다음의 조건에서 우박을 예상할 수 있다.


적란운 꼭대기 온도가 -20°C 미만



특정 고도에서 공기덩이의 이동 곡선이 주변 곡선보다 4°C 높고 구름 꼭대기 고도가 15,000ft보다 높을 때

공기덩이 곡선을 더욱 주의 깊게 평가하기 위해 아래의 기법들이 사용될 수 있다.


곡선이 -20°C에 도달하는 지점에서 주변 온도와의 차이 측정



차이가 5°C 이상이면 우박 예보, 5~2.5°C이면 약한 우박이나 비 예보, 2.5° C 이하면 비 예보.

큰 우박은 ‘정상상태’가 필요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천천히 움직이는 폭풍은 아니다.
적란운의 밑면과 꼭대기 사이에 수직 윈드시어가 발생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다.
4.6.5

관련 수치예보 산출물

이러한 시나리오는 활용하는 주요 수치예보 산출물은 예보 테피그램이다. 이를 이용해 일반적인 대류 형성에
적용하면 우박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다.
폭우성 소나기 기호로 나타나는 ‘원시’ 모델자료는 우박의 형성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일반적으로
정밀도가 매우 낮은 편이다. 대기 구조에 대한 더욱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치예보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4.6.6

간략한 사례연구

아래 사진(그림 29)은 대형 우박이 비행 중인 항공기에 가할 수 있는 피해를 보여준다.

그림 29. 우박의 피해를 입은 전투기

5.

폭우

본 문서의 ‘적란운과 천둥번개’장에 포함된 폭우 내용을 참고하라.
적란운이 없을 때에도 폭우가 발생할 수 있음에 주의한다. 이러한 경우 원인은 전선 구름층이 산악 지형에 의해
두껍고 깊어졌기 때문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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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류성 구름에서 이런 강우가 내리는 것이 예상되면 반드시 난층운이 보고(및 예보)되어야 한다.
적란운이 난층운 내에 형성되지 않는다는 근본적인 원인은 없다.

6.

눈

6.1

설명

눈은 일반적으로 가지처럼 갈라진 개별적인 얼음 결정 또는 얼음 결정의 집합체 형태로 내리는 고체 강수이다.
눈이 형성되는 기온과 조건에 따라 모양이 달라진다. -5°C보다 높은 기온에서 결정이 뭉쳐지는 경향이 있다.
6.2

항공기 영향

낮은 강설량이라도 시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영하의 기온에서 녹지 않는 눈송이는 기류에 의해 방향이 잘 바뀌고 항공기 기체 대부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눈이 엔진실 혹은 열린 바퀴집 같은 구멍으로 휩쓸려 들어가면 뭉쳐져서 장애물을 형성할 수
있다. 이는 엔진으로 흡입되는 기류를 방해하거나 착륙장치가 접히지 않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지상에서는 눈이 내리면 정지 상태이든 지상주행 중이든 기체에 쌓여서 항공기의 기체역학을 방해하고 항공기
중량을 증가시킨다. 눈 때문에 전면 유리의 시야가 가려지고 와이퍼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피토관이 막히면 대기속도 및 고도 지시계가 고장 날 수 있다.
젖은(녹고 있는) 눈은 기류에 의해 쉽게 방향을 바꾸지 않고 기체의 뭉툭한 부분에 쉽게 쌓일 수 있다. 앞서
언급되었듯이 눈이 엔진실, 바퀴집, 혹은 엔진 흡입구 그릴에 쌓이면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눈에 의해 활주로가 오염되면 제동 성능이 크게 저하된다. 적설은 활주로 조명을 약하게 하며, 특히 시정까지
감소한 경우 주변의 잔디 지역과 활주로를 구분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
비행장 표면에서는 비로 내리지만 1,000ft 상공에서는 눈 형태인 경우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공에 있는
항공기는 눈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항공기가 이륙하기 전에 항공기에서 모든 눈이 제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주로 제빙액을 사용한다. 기체에
쌓인 눈이 시동 걸기, 지상주행, 이륙 과정에서 기체역학적 힘에 의해 저절로 제거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치명적인 실수다.
6.3

적절한 영상을 이용한 진단

갓 내린 눈은 알베도가 매우 높아서 태양빛을 거의 대부분 반사하고 구름으로 가려지지 않는 한 가시광선 영상에
매우 밝게 나타난다. 한 장면에 눈과 해빙, 호수 얼음, 다양한 유형의 구름이 동시에 나타나지만 단일 채널 영상
비교를 통한 해석은 매우 어렵다.
Day Microphysics RGB는 눈을 감지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된다. 붉은색의 VIS 0.8µm 반사율은 구름 광학 깊이와
구름 내 물과 얼음 함량을 알려준다. 녹색의 IR 3.9µm 태양광 반사율은 구름 상태의 정량적 측정값을 제시한다.
IR 10.8µm 밝기온도는 파란색을 조절한다.

항공 위험기상

44

얼음구름이 포함된 이러한 색 픽셀은 차가운 경향이 있으며 10.8µm 채널에서 파란색 기여도가 낮아져
얼음구름이 주황빛으로 보인다. 하지만 픽셀 안에 눈 덮인 지면이 있으면 10.8µm 채널의 신호가 따뜻해져서
분홍색과 자홍색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이 데이터는 주간에만 산출이 가능하다.
copyright 2017
EUMETSAT

그림 30. 2017년 1월 19일 1200 Z에 대한 영상. 동그라미 중 1은 차가운 얼음구름, 2는 눈 덮인 지면, 3은 눈
덮인 산이다. 각 지역의 반사도가 다르다.
레이더 영상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눈과 비에 부딪혀 돌아오는 레이더 신호는 기본적으로 특정 강도와
비슷하게 보정되지만 녹고 있는 눈은 신호가 훨씬 더 크다. 레이더 영상에 ‘밝은 띠’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이
현상 때문이다.
6.4

경험적 예측 기법

예보관은 지면 강설과 관련된 종관 시나리오를 숙지해야 한다. 겨울철 소나기성 눈을 유발하는 북극 공기의
차가운 돌풍이 한 예다. 온난전선 앞에 차가운 대륙기단이 있으면 지표면을 포함한 저고도에서 강수가 눈의
형태로 내린다.
예보관은 이곳에 소개된 기법의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


보이덴(Boyden)의 1,000-850hPa 기법



0°C 등온선 고도



지면 온도



1,000-500hPa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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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Hand)의 법칙



초기 습구 온위



스크린 습구 온도



부스(Booth)의 눈 예측기



발리(Varley) 눈 예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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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관은 상기 기법들의 한계를 숙지하고 가능하다면 산악지형의 영향이나 눈이 계속 내리는 동안 결빙 고도
하락의 영향을 고려해 정량적 조정을 해야 한다.
예보관은 또한 내리는 눈이 표류하거나 날려갈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6.5

관련 수치예보 산출물

수치예보는 일반적인 종관 상황에 대해 대체로 양호한 지침을 제시하기 때문에 예보관은 일반적인 강설 확률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일부 모델장은 구체적인 참고사항을 제시한다. 도식화된 강수 기호를 보면 액체와 고체를 구별할 수 있지만
모델의 자체적인 산악지형 대표성에 따라 지면에 내리는 강수의 종류와 관련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를 들어
눈이 3,500ft 떨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모델 자체적으로 해당 지역이 실제 4,000ft 꼭대기보다 최대 3,000ft 높은
것으로 산정하고 있다면 이 눈은 도식화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강설 확률이 제시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는 해수면에 내리는 강설 확률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눈의
해수면 확률이 0일 때 산악지형에 눈 기호가 그려질 수 있다.
영국 기상청의 관점에서 약간의 힌트를 얻을 수 있다. 모델 결과 850hPa 2°C 상당온위 또는 528 층후값은
해면상에 ‘겨울같은’ 강수가 예상되는 지역을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 눈 발생가능 선, 2°C
상당온위 선, 528 층후선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한다. 이것이 언제나 영하의 지표 기류 아랫부분이 얇게
잘려졌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이다.
예보 테피그램이 매우 유용하지만 앞서 지적했듯이 모델 데이터의 한계를 항상 유념해야 한다. 모델 테피그램은
영하 층을 감지하지 못할 수 있다. 예보관은 또한 눈이 비로 상변화 하면서 발생하는 냉각 효과와 그로 인해
시간에 따라 결빙 고도가 하락하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결빙 고도 하락과 고체에서 액체로의 상변화에 의해
낮은 층에서 열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것은 초기에 안정적이었던 저고도 층을 불안정하게 할 수 있다. 이는 눈
조건에서 조각적운을 형성할 수 있다.
6.6

간략한 사례연구

1982년 1월 3일 에어플로리다 737기가 워싱턴 DC 국제공항에서 이륙 시 포토맥강으로 추락했다.
강설 및 눈이 날리는 상황에서 제빙 작업 이후 항공기가 이륙했고 비행을 유지하지 못했다.
제빙 작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륙 전까지 날개에 눈이 쌓였다. 견인트럭이 항공기를 다시 끌고 가지 못할 때
터미널로부터 지상주행을 시도하면서 역추진력을 사용한 것도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 역추진력 때문에 눈과
얼음이 엔진으로 흡입되어 조종실에 엔진 출력을 전달하는 센서가 오작동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과적으로 항공기는 날개에 눈이 쌓이고 엔진의 추진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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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안개

7.1

설명

안개는 직경이 10µm 이하인 미세한 물방울이 부유하는 것이며, 얼음 안개의 경우 미세한 얼음 입자의 부유를
의미한다. 항공 측면에서 안개는 수평시정을 1,000m 미만으로 감소시키는 원인이 된다.
안개는 이류 과정에서 형성되는 안개와 복사냉각 과정에서 형성되는 안개로 세분화된다. 산안개와 전선안개
역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다.
안개는 넓은 지역 전체를 덮을 수도 있고 비행장 여러 곳에 부분적으로 깔릴 수도 있다. 안개층 두께가 지면에서
2미터 미만이라면 얕은 안개로 분류된다.
7.2

항공기 영향

안개는 착륙이 불가능할 정도로 시정을 악화시킨다. 이런 상황에서는 가장 정교한 항공기(민간
항공기/전투기)만이 적절한 장비가 갖춰진 공항에 ‘자동 착륙’ 할 수 있다. 기술적으로 가능하더라도 항공사와
군 규정상 특수한 상황에서 ‘자동 착륙’이 금지될 수 있다.
얼음 안개는 시정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유도로와 활주로를 즉각 처리하지 않으면 표면에 얇은 얼음층이 생길
수 있다.
조종사는 비행장 상공을 비행할 때 바로 아래를 보면 구조물과 활주로가 매우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잘못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진입로를 향해 하강할 때 안개를 통해 기울어진 각도로 비행장을 보면
즉시 모든 시각적 단서가 사라지고 매우 위험한 상황임을 인식하게 된다.
7.3

적절한 영상을 이용한 진단

안개를 가장 정확하게 진단하는 방법은 동일한 위성으로 동일한 시간에 촬영한 가시광선 영상과 적외선 영상을
비교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안개 꼭대기의 온도는 지면 온도와 비슷하기 때문에 적외선 영상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안개를 태양광을 강하게 반사하므로 가시광선 영상에서는 선명하게 표시된다. 이러한 비교
기법은 주간에만 사용할 수 있다.
두 개의 적외선 채널(10.8µm, 3.7µm)을 합성해 미세하게 다른 반향값을 이용하면 야간 안개를 감지할 수 있다.
이러한 최종 영상을 일반적으로 ‘안개 채널’이라고 한다. 이 과정은 야간에만 적용할 수 있다.
높은 고도의 안개가 지면을 가리면 주간과 야간의 안개 감지가 모두 불가능하다.
지면 안개 관측은 가깝게 모니터링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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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적 예측 기법

어떤 형태의 안개가 특정 지역에 영향을 미칠 지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형, 전선 이동, 차가운 지면
상공을 이류하는 온난 기단, 또는 청천/미풍 복사냉각 등이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지역별 특성 역시 중요하다.
주변에 늪 또는 저수지처럼 큰 물 웅덩이가 있다면 위치와 규모를 아는 것이 특정 지역에 대해 정교한 예보를
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강 배기에 의해 영향을 받는 저지대는 안개가 자주 발생할 수 있다.
예보관이 안개의 형성과 해소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법이 여러 가지 있다. 예비 예보관은 가장 적합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지면 기온 예보는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다. 손더스(Saunder)의 방법을 이용해 복사안개의 안개온도를 파악할
수 있다. 크래독(Craddock)과 프리차드(Pritchard)는 안개온도를 예측하는 회귀방법을 개발했고 최저기온
방법과 함께 사용하여 안개 발생 확률을 산출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차가운 지면 위의 온난 기단 이류를 확인하면 특히 주변의 이슬점이 지면 기온보다 높은 경우
이류안개 형성에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은 ‘온난역(Warm Sector)’ 시나리오의 영국 남서부 해역에서
빈번히 발생한다.
7.5

관련 수치예보 산출물

수치예보 모델에서 시정장(visibility field)을 구할 수 있다. 모든 모델 데이터를 활용해 이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경험적 기법과 지역별 특성을 적용하여 부가가치를 최대한 높여야 한다.

8.

하층운과 시정 불량

8.1

설명

하층운과 시정 악과는 잠재적인 위험이 있지만 간과될 수 있다. 하층운과 시정 불량은 항공기 유형, 조종사의
역량과 경험, 항공기의 정확한 역할, 비행 도중 또는 출발/도착/예비 비행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운항지원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의하기가 어렵다.
다양한 확률에 따라 정확한 수치는 서로 다를 수 있지만 하층운과 시정 불량은 항공기와 조종사의 조작 가능한
최소값 보다 낮은 값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최선이다.
적은 양의 하층운(예: 1 또는 2옥타)는 일반적으로 위험하지 않다. 구름의 양이 증가하면 항공기의 위험도
높아진다. 작은 하층운 한 조각이라도 산봉우리 하나를 덮을 수 있다(이 봉우리에 의해 구름이 생겼을 수 있음).
시정 불량 역시 작은 지역에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소나기 또는 부분 안개 등의 형태) 다양한 원인(비, 연무,
박무, 연기 등)에 의해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종사는 문제를 적절히 해결할 수 있다. 반대로 시정이
악화되면 매우 넓은 지역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 따라서 문제 해결이 훨씬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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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항공기 영향

구름 밑면이나 시정이 허용 가능한 수준 이하로 낮아지면 조종사는 장애물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장애물로는 자연물(언덕 또는 단순히 땅), 구조물(건물/타워), 혹은 다른
항공기 등이 있다. 따라서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기기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거나 장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항공기를 조종하는 조종사는 시정 불량이나 하층운을 만나면 방향감각을 잃을 수 있다.
조종사에게 보고된 시정 값은 지면에서 수평적으로 평가된 값이기 때문에 높은 고도의 연무층은 조종사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연무층을 비행하는 조종사는 시정이 수치상으로 보고된 것보다 선명하지 않다고 느낀다.
저고도 연무층(지면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위를 비행할 때 조종사는 보고된 비행장 시정보다 더 멀리 볼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조종사는 안전하다고 착각하고 연무층으로 하강했다가 갑작스러운 시정 악화를
경험한다.
8.3

적절한 영상을 이용한 진단

하층운이 더 높은 고도의 구름층에 의해 가려지지 않으면 가시광선과 적외선 영상 교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본 문서의 ‘안개’ 부분을 참고하라.
예보관에게는 시정과 구름 밑면의 지상 관측이 가장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다.
8.4

경험적 예측 기법

하층운
하층운 예보와 관련해 예보관은 적절한 표준 방법을 적용하여 실제 테피그램과 예측 테피그램을 함께 활용해야
한다. 지면 기온과 지면 풍속 예보는 하층운 밑면 예보에 있어 기본적인 정보다. 구름 밑면은 보통비나 폭우가
지속될 때나 대류운으로부터 하강기류가 발생할 때, 혹은 지형성 상승이 발생할 때 등 여러 상황에서 예상보다
더 낮은 고도로 내려오기도 한다.

시정 불량
시정 악화의 원인은 다양하고 가변적이기 때문에 예보관은 모든 관련 요인을 숙지하고 시정을 제대로 예측하기
위한 최적의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본 문서의 ‘안개’ 장에서 안개 예측 기법이 소개되었다. 강우 및 강설 강도와
관련 있는 시정 값이 고려되어야 한다.
특별히 결정된 것이 없더라도 경사시정 값이 떨어지면 적어도 승무원에게는 공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보관은 높은 연무층이 예상될 때에도 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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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무 꼭대기

시정: 2500 m

그림 31. 연무층 위를 비행하는 조종사가 시정을 보고된 값보다 더 높게 느낌

연무 꼭대기

시정 2500 m

그림 32. 연무층 안의 조종사가 경사시정 때문에 시정을 보고된 값보다 낮게 인식

연무 꼭대기

연무 밑면
시정 15 km

시정 15 km

그림 33. 높은 연무층에 있는 조종사가 시정을 (정확하게) 보고된 값보다 훨씬 더 낮게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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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30 km

상공에서 지면이
보임

안개 꼭대기

시정 500 m

그림 34. 안개층 위를 비행하는 조종사. 조종사는 상공에서 지면과 건물을 상당히 선명하게 볼 수 있지만
안개를 향해 하강함에 따라 급격한 시정 악화를 경험한다.
8.5

관련 수치예보 산출물

‘안개’ 장에서 논의했듯이 수치예보 모델로 시정장(visibility field)을 구할 수 있다. 모든 모델 데이터를 활용해
이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경험적 기법과 지역별 특성을 적용하여 부가가치를 최대한 높여야 한다. 보통
에어로졸 농도를 바탕으로 한 ‘기단’ 시정을 구한다. 습도 및 그에 따른 에어로졸(핵) 응축이 고려되지만 이것이
강우율이나 강설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시정 값을 도출하지는 못한다. 수치예보는 연무 꼭대기를 예측하는
역전 현상을 나타내는 중요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표준 대류 모델을 적용해 연무층의 상승 여부와 연무 전층을
통해 대류가 해소되면 연무층이 완전히 사라질 것인지 예측할 수 있다.
모델을 적용해도 다양한 저고도 역전 현상 및 장기간의 고기압 상황에서 가끔씩 발달하는 뚜렷한 연무층을
감지할 정도로 정밀한 해상도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뚜렷한 연무층은 주요 역전 현상 아래의 기단이 수 일
동안 가열과 냉각을 반복할 때 형성된다.

9.

모래폭풍 및 먼지폭풍

9.1

설명

먼지폭풍과 모래폭풍은 먼지와 모래가 상승한 것이다. 먼지와 모래는 기본적으로 바람에 의해 상승하며
난류뿐만 아니라 이런 입자를 들어올리는 흐름의 불안정도와 지속시간에 따라 다양한 고도로 올라간다.
먼지와 모래 입자의 크기는 1 미크론 미만부터 수백 미크론에 이른다. 입자가 작고 가벼울수록 더 쉽게, 더 높이
상승하고 가라앉는 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반면, 무거울수록 수백 미터 정도의 짧은 거리 동안 공중에 떠
있을 수 있다.
9.2

항공기 영향

먼지 및 모래 폭풍이 동반되면 시정이 매우 나빠질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유효 시정거리가 0에 가까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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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와 모래가 항공기 엔진으로 유입되면 엔진이 완전히 고장 날 정도로 출력이 감소할 수 있다. 먼지와 모래가
조종실에 유입되면 전기 장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9.3

적절한 영상을 이용한 진단

모래 및 먼지폭풍은 표준 가시광선 및 적외선 영상을 이용해 관측할 수 있다. 거의 항상 그렇듯이 파장과 위성
영상을 비교하는 것이 가장 좋은 진단 방법이다.
먼지 RGB 영상 역시 사막 먼지를 확인하는 보조 도구로 유용하다. 이 산출물은 IR 8.7µm, IR 10.8µm, IR 12.0µm
채널 간 밝기온도편차(BTD)를 사용하는데, 먼지는 자홍색으로 나타난다.
이 산출물은 주간과 야간 모두 15분 간격으로 산출이 가능하다. 위성 영상을 이용하면 상승한 먼지의 농도가
낮은 지역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copyright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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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2017년 5월 31일 1200 Z에 대한 영상. 사우디아라비아 북동부 건조 지역과 파키스탄 발로치스탄 주
상공의 상승한 먼지
9.4

경험적 예측 기법

아래 표는 다양한 환경에서 먼지/모래를 상승시키는데 필요한 풍속을 보여준다. 모든 사막 지역이 모래와
먼지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일부 지역은 큰 바위로 되어 있다. 따라서 예보관은 예보할 지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모래와 먼지폭풍의 유발 지역을 알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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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임계 풍속(knots)

사구로 덮인 지역의 미세~중간 크기 먼지
사막포도(desert pavement)가 발달하지 않은 모래지역

9-13
17

사막 평지 같은 미세 입자

17-22

선상지와 소금사막(건조한 호수 바닥)

26-30

잘 발달된 사막포도

37

먼지와 모래가 상승하는 고도를 예측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먼지와 모래가 15,000ft 이상 상승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일반적으로 상승고도는 3,000~6,000ft이다. 먼지와 모래의 최고 상승 고도를 파악하기 위해 건조
단열 감률의 예상고도를 우선 구한다.
먼지와 모래 기둥의 이동을 고려할 때, 기둥 내 바람의 고도가 높을수록 이동 궤적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상풍 정보만으로 먼지와 모래폭풍의 경로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
일단 모래/먼지폭풍이 시작된 후 풍속이 10kt 미만으로 낮아지고 난류와 불안정도가 줄어들면 먼지가 시간당
약 1,000ft 속도로 가라앉는다. 따라서 6,000ft까지 상승한 먼지가 지면으로 내려오는 데 약 6시간이 걸릴 것이다.
모래의 입자가 클수록 더 빨리 하락한다.
비는 먼지와 모래에 두 가지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비가 내리면 먼지와 모래 상승은 약 24시간 동안 억제된다.



비는 대기 중의 먼지와 모래를 씻어낸다.

하부브(Haboob)
하부브는 대류성 하강기류에 의해 형성되는 일종의 먼지/모래폭풍이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하강기류가
지면에서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먼지와 모래를 들어 올린다. 본 문서의 ‘난류’ 장에서 다룬 마이크로버스트와
비슷한 원리이다. 마이크로버스트 시나리오에서 일반적인 풍속은 먼지나 모래폭풍을 일으키기에 충분하지
않지만 하강기류 및 이로 인한 불안정으로 인해 풍속이 지엽적으로 상승하면 먼지/모래폭풍이 시작될 수 있다.

그림 36. 모래 및 먼지로 나타나는 하강기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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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수치예보 산출물

수치예보 산출물은 예보관이 빈발 지역의 먼지/모래폭풍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가장 단순한 방법은 지상풍속 예보를 모니터링하여 먼지와 모래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알아내는
것이다. 예보 테피그램를 모니터링하면 먼지와 모래의 예상 두께를 파악할 수 있다.
적란운 및 그에 뒤이은 하강기류와 ‘하부브’의 영향을 고려한다.
예보된 비와 먼지폭풍 형성/해소 방해의 영향을 고려하되 모델 상의 비가 아래쪽의 매우 건조한 공기 때문에
실제로는 불안정한 중고도에서 지면까지 도달하지 못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일부 국가의 수치예보 모델은 먼지의 이동을 고려하는 매개변수를 입력으로 사용한다. 아테네대학교에서
이러한 모델을 사용하고 있으며 해당 정보는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다.
9.6

간략한 사례연구

아래 사진은 먼지/모래폭풍을 보여준다. 먼지와 모래는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시작되어 강한 ‘샤말’ 바람을 타고
동서쪽으로 이동했다. 항상 그렇듯이 위성 영상이 더 많은 단서를 주지만 주된 신호는 아래와 같은 사진에서
얻을 수 있다.

먼지/모래가

상승한

지역

페르시아만 상공 먼지/모래

그림 37. 2005년 8월 7일 1200 Z에 대한 가시광선(좌)과 적외선(우)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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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스콜/스콜선

10.1

설명

스콜은 풍속이 갑자기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이다. 구체적으로 평균 속도 16kt이상의 바람이 22kt이상으로
급증해서 약 1분간 지속되다가 갑자기 완전히 사라진다.
스콜은 개별적인 적란운 세포에서 형성되는 돌풍전선/순간돌풍과 관련 있다. 앞장에서 다룬 하루브의
원인이기도 하다.
스콜은 한랭전선이 이동할 때 더욱 조직적인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를 ‘스콜선’이라고 한다.
10.2

항공기 영향

본 문서의 ‘난류’ 장을 참고하라. 특히 순간돌풍과 저고도 제트기류 부분이 관련성이 높다.
10.3

적절한 영상을 이용한 진단

본 문서의 ‘난류’ 장을 참고하라. 특히 순간돌풍과 저고도 제트기류 부분이 관련성이 높다.
10.4

경험적 예측 기법

본 문서의 ‘난류’ 장을 참고하라. 특히 순간돌풍과 저고도 제트기류 부분이 관련성이 높다.
10.5

관련 수치예보 산출물

본 문서의 ‘난류’ 장을 참고하라. 특히 순간돌풍과 저고도 제트기류 부분이 관련성이 높다.
10.6

간략한 사례연구

본 문서의 ‘난류’ 장을 참고하라. 특히 순간돌풍과 저고도 제트기류 부분이 관련성이 높다.

11.

‘고온 고지대’

11.1

설명

고온에 의해 밀도가 낮아지는 환경에서는 항공기 성능이 저하된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전체적인 기후(계절 등)
때문에 덥고 높은 고도에 위치하기 때문에 높은 비행장의 요인을 고려한다.
11.2

항공기 영향

간단하게 보자면, 주변 기온이 국제표준대기보다 높으면 항공기의 엔진과 날개의 성능이 저하된다. 특히 엔진
성능이 손상되고 날개의 상승력이 저하된다.
기압이 국제표준대기보다 낮으면 항공기 엔진과 날개의 성능이 떨어진다. 추진력과 상승력 역시 저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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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발생하면 항공기 성능에 상당한 제약이 생길 수 있다.
모든 항공기는 고온 저압 제약과 관련해 각자의 기준이 있다. 예보관은 항공기에 따라 장거리 이륙 주행이
필요하다거나 최대 이륙 중량에 대한 제약이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항공기에 대한 영향을 판단하고 조치를
결정하는 것은 기장의 재량이다. 예보관은 이러한 상황에서 상당히 정확한 온도와 기압 예보를 요구 받을 수
있다.
전형적인 시나리오 중 하나는 이륙 시 기온이 지나치게 높고 호주 멜버른에서 보고되었던 것처럼 해풍 같은
냉각 작용이 예보되는 것이다.
또 다른 시나리오는 항공기의 최대 고도를 제한하는 밀도 감소로, 미국 로키산맥 상공으로 비행을 시도할 때가
여기에 해당한다.
11.3

적절한 영상을 이용한 진단

‘고온 고지대’ 조건을 진단하는 데 적합한 현업 영상은 없다.
METAR과 SYNOP 등의 지상 관측 모니터링이 기온과 기압 예측을 지원하는 필수 도구로 사용된다.
상층 대기 관측 모니터링과 테피그램 역시 기단의 연직 기온 구조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경험적 예측 기법
예보관은 지역별로 개발된 경험적 방법을 활용한다.
11.4

관련 수치예보 산출물

모든 고도에 대해 모델을 이용한 기온 예측이 가능하다. 이러한 데이터는 고고도 지역에서 주의를 갖고
처리되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모델 해상도에 제약이 있고 격자점/높이가 해당 비행장의 지점과 높이를
정확하게 대표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모델은 두 가지 영향으로 인해 정확한 기온을 예측하지 못할 수 있는데, 하나는 높은 고도에서 가열의 효과를
찾아내지 못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비행장의 고도가 아닌 다른 고도에서의 기온을 예측하기 때문이다.
예보관이 이러한 영향을 감안했거나 이러한 영향을 최소한으로 가정한 경우, 조종사가 가장 관심을 갖는 변수는
밀도고도(Density Altitude)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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