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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개요
기후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한층 더 시급해지고
있다. 물부족이나 사회적 요구에 대한 대응책으로 인공증우 활동을 계획하거나 이미 실행하고 있는 세계기상
기구(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MO) 회원국 수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컴퓨터 기술
발전이 계속되고, 관측 및 분석 능력도 상당히 진보하면서 각각의 구름형성 과정들과 그 가능한 상호관계에
대해 더욱 상세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WMO 기상조절 전문가팀(WMO Expert Team on Weather Modification)은 WMO 워크샵 보고서
(WMO, 2000)와 미국 국가연구협의회보고서(US National Research Council, 2003)에 발표된 인공증우에 대한
최신 평가서 이후 진전 사항을 검토하게 되었다.
가장 유익한 정보만을 제공하기 위하여 인공증우의 과학적 근거에만 초점을 맞추기로 했기 때문에 지구
공학에 관련된 주제뿐만 아니라 우박방지, 안개소산 또는 안개제거도 이번 평가의 범위에서 제외 되었다.
또한 가장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구름 씨뿌리기의 가장 일반적인 대상이었던 겨울철 지형성 구름계
와 대류성 구름계에 초점을 맞추기로 하였다.

- 이 평가서는 다섯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자연구름계와 그 변동성
이 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대기와 구름에 대한 지식을 요약하였다. 에어로졸 입자에서부터 지상강수에
이르기까지 자연적 미세물리 과정뿐 아니라 씨뿌리기 처리된 두 가지 주요 구름계의 동적 특성을 자세하게
살펴본다. 종관기상환경에 따라 모든 규모의 구름 형성과 성장이 결정되는 입체적이고 광범위한 맥락에서
구름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고립형(isolated)구름이라는 개념은 유용하지 않다는 입장이
현재 받아들여지고 있다. 대규모 대기흐름과 국지적 오염의 정도에 따라 대기수상체 형성에 필요한 구름응결핵
(Cloud Condensation Nuclei, CCN)과 빙정핵입자(Ice Nucleating Particles, INP)를 공급하는 환경 에어로졸
모집단이 결정된다.
• 하지만 미세물리적 과정, 특히 고체 대기수상체의 형성과 성장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에는 여전히
커다란 공백이 존재한다. 이차 빙정증식 과정에 대해서는 연구가 더욱 필요하며, 모든 규모에서 나타나는
역학관계뿐 아니라 이 과정들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가 제고되어야 한다.
• 자연구름계는 거대한 에너지를 동반하기 때문에 구름계의 질량이나 에너지 균형을 바꿈으로써 강수량을
증가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일부 구름으로부터 강수량을 늘리는 “외과 수술과 같은
(surgical)” 정밀한 작업의 인공증우는 구름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신중한 개입, 즉 자연 입자를 증가
시키거나 대체할 만한 적절한 에어로졸 입자를 이용한 구름 씨뿌리기가 이루어질 때에만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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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증우의 가능성
겨울철 지형성 구름을 대상으로 한 빙정생성 씨뿌리기(glaciogenic seeding)는 구름에 함유된 과냉각수를
눈으로 변환시켜 집수(catchment)규모의 지역에서 강수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에 대해 다소 고무적인 결
과들이 보고되었는데, 이는 겨울철 지형성 구름에 대한 역학적 제약이 비교적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고층대기의 온도 및 성층화, 그리고 산악지대를 넘어가는 기류의 안정성(Froude number로 표현) 및 산악
지대의 기하학적 구조(종횡비로 표현)에 따라 모수가 결정된다. 이때, 운정고도와 결빙고도에 대한 구름의
전체 두께가 매우 중요하다. 이미 자연적으로 강수가 형성될 경향을 보이는 구름에 항공기를 이용하여 요오드
화은을 씨뿌리기 할 때 가장 좋은 결과를 낼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류성 구름과 층운형 구름의 경우, 지형성 구름에 비해 역학적 조건의 변동성이 더 크고 기본 메커니즘
의 불확실성이 지속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씨뿌리기의 결과가 확실치 않다. 대류성 구름과 층운형 구름에
는 빙정생성약제(glaciogenic agent)나 흡습성 약제를 씨뿌리기 할 수 있는데, 인공적으로 주입된 이러한 입
자들은 자연적으로 발생한 입자들과 구름입자 형성시 서로 경쟁하게 된다. 또한 지형성 구름과 마찬가지로,
대류성 구름과 층운형 구름의 경우에도 구름 속에 씨뿌리기 하는 위치와 시기가 가장 중요하며, 이미 형성
중인 강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 흡습성물질을 이용한 씨뿌리기에 대해 현재 알려진 바로는, 자연적으로 발생한 에어로졸 입자보다 씨뿌
리기 입자의 크기가 더 커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기준을 만족시키려면 새로운 유형의 연소탄(flare)
용 씨뿌리기 물질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 운저에 투입된 빙정생성 씨뿌리기(glaciogenic seeding)는 초기에는 구름응결핵 역할을 하고, 이후에는
‘온난우 형성과정(warm rain process)’에 관여하지만 빙정핵입자로 작용하는 고도까지 상승하지는 않을 것
이다. 따라서, 씨뿌리기의 적절한 고도를 설정하는 것이 관건이다.
• 대류성 구름의 기본 메커니즘이 가지는 불확실성 외에도, 구름의 미세물리와 역학간의 실제 상호작용을
확인 해야 한다. 또한 효율적인 구름 씨뿌리기의 과학적 근거로 작용할 수 있는 강수효율에 이러한 상호작용
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대류성 구름과 관련한 주요 사안으로 남아있다.
구름조절에 대한 다른 접근법 또한 고려되고 있다. 이온화와 전기화는 인공증우를 위한 좋은 과학적 기반을
갖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레이저 기술로 구름입자를 불포화(subsaturated)지역에서 만드는 것은 성공했지만,
전반적으로 습도가 낮아 구름입자가 강수입자로까지 성장하지 못하였다. 대포 사용에 대한 설득력 있는
과학적 근거는 없다.

10.

개요

에어로졸, 구름, 강수의 관측
관측법 개발 후, 구름의 기능과 그에 따른 구름 씨뿌리기에 대해 많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지상관측
시 예상 자연강수량 수준을 웃돌 정도로 강수량이 실제로 증가했는지의 여부가 인공증우 프로젝트 성공의
중요한 지표가 된다. 자연강수량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강수량이 증가한 사실을 감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특히 시공간적으로 변동이 심한 대류성 구름계의 경우 더 어려운데, 이는 이러한 변동이 씨뿌리기로
유도된 상대적으로 작은 “신호(강수량 증가)”를 가려버릴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잡음”을 발생시키기 때문
이다. 이로 인해 씨뿌리기의 실제 영향을 감지하기 어려워진다.
다양한 진동수 범위와 능동형 또는 수동형 원격 센서를 장착한 레이더가 지상뿐만 아니라 항공기 플랫폼
및 인공위성에도 배치되었다. 정교한 장비를 갖춘 연구용 항공기로 현장 구름관측이 가능해 졌으며, 실험실
실험과 풍동실험을 통해 소규모 미세물리적 과정에 대한 이해가 향상되었다.
• 원격탐사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유도된 기상학적 변수와 구름 변수에 대한 추정치를
정확하고 일관성 있게 제공할 수 있는 강력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시스템 개발이 중요하다.
씨뿌리기를 할 때 마다 광범위한 모델링 활동을 병행하여 보강해야 한다.

자연적인 구름과 씨뿌리기한 구름의 모델링
대규모 기류에 내재된 전체구름계의 3차원중규모(mesoscale) 모델링이 새로운 표준이 되었다. 이 모델은
전구 모델이나 수치 일기예보 모델(numerical weather prediction models)결과에 의해서 구동 되며, 이들의
격자중첩기능(nesting capability)을 통해 관심 지역을 확대하여 자세히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 여기서, 모델
의 격자 크기는 현재 대형 와류 시뮬레이션(Large Eddy Simulation, LES) 값에 근접해가고 있다. 게다가, 다중
모멘트 체계 또는 구간별 분해(bin-resolved)체계가 이들 역학과 결합되어 구름계 기능에 대한 흥미로운 정보
를 제공해 준다. 안타깝게도, 미세물리 모수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동에 대한 모델 결과의 민감도가 불확실
성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또 대부분의 모델들은 물방울과 빙정핵 형성을 시뮬레이션 하는 데에 있어서
대기 중 배경 에어로졸 모집단과 씨뿌리기 물질의 세부적 효과에 대해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 구름이 잔뜩
낀 대기경계층을 나타내는 것 또한 기후 예측 모델에서 아직 어려운 과제로 남아있다.
• 모델간 성능을 비교하고, 모델과 관측된 상황간 성능을 비교하는 모델 상호 비교 프로젝트는 미세물리의
주요 모수들과 대기경계층의 모수화를 이해하고 개선하여 모델 결과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구름 씨뿌리기 캠페인이 일단 완료되고 성공적인 것으로 보인다면, 전체적인 물부족 상황에 도움이 되도록
씨뿌리기의 대상 지역 및 기간이 확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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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수규모 연구 프로젝트
구름 씨뿌리기 캠페인의 규모를 집수유역의 크기로 규모확대(upscaling) 하려면 엄격한 프로토콜이 필요
하다. 집수유역 규모의 실험은 항상 구름 씨뿌리기의 경제적 이익을 입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름계와
목표지역이 명확히 식별가능하고 고정되어 있는 겨울철 지형성 구름의 경우에도, 큰 변동폭을 가지는 자연
강수량으로 인해 경제적 비용-편익 분석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그러나, 혼합상(mixed-phase)의 대류성 구름
에 구름 씨뿌리기 효과를 규모확대(upscaling)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과제이다. 그 이유는 물리적 방법론
의 근거가 불확실하고 대류성 구름이 시·공간적으로 크게 변동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규모확대를 통한
씨뿌리기는 환경적 위험을 수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계획과 모니터링을 필요로 한다.
• 인공증우탐지 가능성을 추정하고, 특히 실험의 최소기간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집수유역규모의 실험을 시작
하기에 앞서 이전의 자료들을 분석해야 한다. 엄격한 통계적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는 씨뿌리기활동을
무작위로 수행하고 일관성 있는 방법론을 적용해야 한다. 씨뿌리기용 물질의 환경적 독성과 지표면강수
의 재분배 가능성과 같은 문제들까지도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 고해상 모델링이 이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WMO기상조절 전문가팀은 아랍에미리트가 제공한 재정적 지원과 검토위원의 유용한 논평에 깊은 감사를
표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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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 서론
인간사회의 발전 여부는 수자원을 안정적으로 얻을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이에 구름에서 내리는 비의 양을
늘리거나, 적어도 비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에 관심이 이어져왔다.
대기에서 발생하는 과정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서, 최초의 인공적 기상조절을 위한 시도는 드라이아이스,
요오드화은 또는 흡습성 입자들을 씨앗으로 삼아 구름 속에 뿌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구름을 대상으로
한 씨뿌리기 시도가 실제로 효과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는 사례가 증가했지만, 이러한 시도는 그
당시 확실한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다.
1970년대 후반 세계기상기구(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MO)는 회원국의 인공증우 활동을
뒷받침할 확고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인공증우프로젝트(Precipitation Enhancement Project, PEP)
를 기획하였다. 인공증우 프로젝트의 주요 결론은 인공증우를 시행할 장소가 적절한지를 주의깊게 관찰하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었다(WMO, 1985). 인공증우 프로젝트가 동절기의 차가운 구름을 대상으로
한 구름 씨뿌리기에 초점을 맞췄다면, 1990년대에는, 남아프리카에서 실시된 초기 실험결과에 기반하여,
액체상 구름에 대한 흡습성(hygroscopic) 씨뿌리기가 가지는 잠재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Mather, 1991).
WMO는 1999년 멕시코에서 개최된 워크샵에 공동 후원하여 흡습성 구름 씨뿌리기의 상태를 검토하고
이러한 인공증우 접근법을 위한 추후 연구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이 워크샵(WMO, 2000)의 주요 결론은 흡습성입자를 이용한 씨뿌리기와 관련된 물리적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의도적이거나 비의도적이거나 이러한 대기변화 모두와 관련된 근본 과정을 이해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여,
미국 국가연구위원회(US National Research Council, 2003)는 인공적 기상조절의 과학적 기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평가에서 도출된 핵심 결론은 향후 발전을 위해서는 구름, 강수, 대규모 대기 과정에 대한 근본
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평가는 몇몇 과학적 논의로 이어졌으며, 그 예로 인공증우의 과학적
근거가 Garstang 등 (2004), List (2004), Silverman (2003)에 의해 논의되었다. Levin과 Cotton(2008)은 에어로
졸 오염이 강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포괄적으로 정리하였다.
Levin(2009)은 지형성입자를 이용한 구름 씨뿌리기를 실시하면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밝힌 반면, 얼음
생성 씨뿌리기와 흡습성 씨뿌리기에 대한 과학적 기반에 관해서는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다. 최근
들어서는 Tessendoft 등(2015)이 관측분야의 발전과 중규모 및 미규모 대기 과정 모두에 대한 수치적 모
델링 역량의 발전을 토대로 겨울 지형성 구름 씨뿌리기의 미래에 대해 좀 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구름형성 과정에 대한 이해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에어로졸-구름-상호작용에 관한 기후분야 연구가 이루
어진 덕분에, 일부 과정들 간의 상호작용과 기초물리에 관한 이해는 지난 수십 년 동안 향상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기상조절 의견이 진보한 것에서 알 수 있다.

.13

세계인공증우 활동에 대한 전문가 평가 보고서

컴퓨터 성능의 향상으로 인해 액체와 고체 대기수상체들을 포함하고 있는 대규모의 3차원 구름 영역을
시뮬레이션 해볼수 있게 되었다. 관측능력 또한 발전하여 현장 관측뿐만 아니라 원격탐사도 가능해졌다.
강력한 레이더와 능동형 또는 수동형 원격센서가 지표면과 항공기 플랫폼 및 인공위성에까지 배치되었
다. 정교한 장치를 갖춘 연구용 항공기로 현장에서 구름을 감지할 수 있고, 실험실 실험과 풍동 실험 그리고
안개상자 실험을 통해 소규모의 미세물리적 과정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기술적 진보 덕분에 구름형성 과정들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가 가능해졌고, 이전 검토에서 권
고되었던 “더욱 과학적인 진보”를 향한 걸음을 내딛을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이제 구름 및 구름계의 전반
적인 기능에 대해, 그리고 구름 씨뿌리기가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에 대해 훨씬 더 상세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인간은 또한 지구의 기후를 변화시키기 시작했다. 이산화탄소와 온실가스 농도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였고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기후대의 경계가 이동하기 시작했다(IPCC, 2013).
지금은 이러한 변화과정의 시작 단계이며, 이미 일부 지역에서 물부족현상이 정상적인 통계적 변동범위를
넘어선 정도로 기록되고 있으며, 기상이변의 빈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물부족을 둘러싼 많은 갈등이
야기되고 있고 미래에는 수자원을 중심으로 한 더 많은 갈등이 생겨날 것이다.
이렇게 수자원 확보에 대한 압박이 커지면서, 인공증우 실행에 대해 다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인공증우를
계획하고 있거나 이미 실험단계 또는 운영단계에 접어든 국가 (대부분은 중위도 지역이나 아열대 지역,
심지어는 열대 지방까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WMO의 기상조절 전문가들은 WMO 성명서와 기후변화 계획 지침을 주기적으로 갱신하며 가장 최근의
성명서는 2010년에 작성되었다(WMO, 2010). 성명서에는 기상조절 및 인공증우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음을 인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성명서와 지침은 WMO 회원국의 인공증우 활동지원을 목표
로 한다. 기상조절에 참여하고 있는 WMO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2017년의 조사에 따르면 인공증우 활동은
농업 및 다른 사회적 요구에 영향을 미치는 물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주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정부기관에서는 물 공급을 일상적으로 증가시키는데 있어서 구름 씨뿌리기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도시지역을 보호하거나 산불을 진압하기 위해 인공증우 기술을 이용하여 강수를 재분배하는 활동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구름 씨뿌리기는 현재 전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씨뿌리기 활동들이 모두 엄격히 분석되고 있지는 않으며 심지어 근거없는 약속을 내세워 절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조직들도 있다. WMO의 기상조절 전문가팀은 향후 이어질 인공증우
시도를 위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본 검토서를 작성했다. 본 내용은 구름 물리학에 대해 현재 우리가 파악
하고 있는 과학적 사실과 이를 인공증우 프로젝트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순전히 과학
적 목표에 충실하기 위해 본 검토서는 구름 씨뿌리기의 세부 운영상 문제점들은 다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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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검토서는 자연구름과 그 변동성에 대한 설명으로 첫 장을 시작한다. 우리는 구름을 전체적인 자연환경
내에서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거에는 구름이 종종 독립적인 개체로 간주되어 연구되고 모델링되었
으며 그에 따라 씨뿌리기가 이루어졌다. 우리는 이제 구름이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분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일반적으로 수백 킬로미터까지는 아니더라도 수십 킬로미터 이상까지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의 일부라는 것을
알고 있다. 구름 영역에서 흐름장(flow field)은 각각의 구름세포들을 연결하며 이로 인해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구름과 주위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 공기덩어리가 구름 안팎으로 드나든다. 공기는 위쪽이나 측면
경계선을 통해 구름을 벗어나면 증발되고, 그리고 그 후에 다시 동일한 세포나 다른 세포로 들어가게 된다.
공기는 또한 대기수상체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대기 중 에어로졸 입자를 운반한다. 그 결과로서 입자를 한
번에 한 장소에서 씨뿌리기하게 되면, 구름 씨뿌리기의 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나거나 시행된 장소와 다른
곳의 구름에 나타날 수도 있다.
대기 중 에어로졸 입자는 기단의 이력에 따라 꽤 큰 자연적 변동성을 가진다. 입자의 수가 작고 크기가 큰
가용성 입자를 운반하는 해안성 기단은 입자의 수가 많고, 크기가 작고 종종 연소물질의 응결에 의해 형성된
에어로졸로 이루어진 오염된 기단과 구별되어야 한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대기 중 에어로졸 입자가 구름
응결핵 또는 빙정핵입자로서 작용하게 되면 대기수상체의 수와 크기 분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구름에 씨뿌리기를 할 때 입자들은 구름 내 특정 위치에 인공적으로 추가된다. 그러나, 이 추가
된 입자들은 대기 중에 있는 배경 입자와 동일한 물리법칙을 따르지만, 수농도의 차이와 입자의 활성화
(activation)로 인해 자연적인 구름의 성장이 방해받게 된다. 강수량 증가를 위해서는 씨뿌리기된 입자와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입자들 사이의 이러한 경쟁에 대해서 더욱 확실히 파악해야 한다.
구름 씨뿌리기가 현재 가장 유망한 접근법이지만, 본 검토서는 씨뿌리기 내용을 다루고 있는 본문 중 한 절을
할애하여 인공증우를 위해 제안되는 다른 기술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대부분의 구름 씨뿌리기 실험은 주로 다음과 같은 두가지 유형의 구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 중위도의 온대성 저기압 또는 전선계 : 이 유형의 구름은 겨울 지형성 구름계를 발생시킬 수 있고 내재된
대류 혹은 전선 후적운(post-frontal cumulus) 구름을 포함할 수 있다.

2. 대류성 구름계 : 이 유형의 구름은 종종 여름에 중위도 지역에 걸쳐 나타나지만 열대와 아열대 지역에서
연중 나타날 수 있다. 보통 지표 가열과 관련이 있고, 지형이나 수렴대에 의해서도 유발될 수 있다. 이 대류성
구름은 액체상(>0℃), 혼합상(0~-40℃), 얼음상(<-40℃)으로 구성된다. 가끔 두꺼운 대류성 구름계에서는 모든
단계가 나타나는 반면 대류는 오직 액체상 구조만 포함하는 경우도 드물게 있다.
층운, 낮은 높이의 층적운, 고층운, 중간 높이의 난층운과 같은 다른 구름계에도 일부관심이 있을 수 있지만,
이 구름들은 강수량 증대를 위해 이전에 수행된 씨뿌리기 실험의 주요 대상은 아니었다. 본 검토서는 과거
씨뿌리기 실험의 대상이 되었던 겨울 지형성 구름과 대류성 구름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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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 관측과 모델링의 최근 발전으로 인해 씨뿌리기 실험을 계획, 실행 및 평가할 수 있는 수단을 얻을 수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는 그 다음 장에 기술할 것이다.
마지막 장은, 이전의 장들에서 논의된 과학, 도구 및 수단에 관한 내용을 종합하여 집수규모의 인공증우 활동
계획과 구성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고 수행 결과에 대한 평가지침을 제공 할 것이다. 최신 인공증우 지식에
관한 본 검토서는 현재 가장 주목할 만한 관련 지식의 공백을 지적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가장 시급한 연구
주제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이 이루어질 것이며, 이러한 권고사항이 향후 연구 및 잠재적 자금 조달에 힘을 실어
주길 기대한다.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이 검토서는 오직 인공증우 주제와 관련된 과학적 기반에만 초점을 맞출 것
이다. 우박 방지, 안개 소산 및 제거, 그리고 지구공학적으로 관련된 주제들은 이번 평가의 범위에서 제외되
었다.

2. 자연구름계 및 변동성
2.1 총론
구름과 비는 기후 시스템(Boucher et al., 2013)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규명하기 힘든 요소 중 하나
이며, 구름형성 과정은 날씨 및 기후 수치모델에서 불확실성을 초래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이다(IPCC,
2013). 지구의 알베도 중 약 3분의 2는 구름에 의해 제어되며(Trenberth et al., 2009), 구름은 지구 복사 및
물 수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 효과를 비율로 따져본다면, 인위적인 온실가스로 인한 온난화 효과는
총 지구의 복사수지에 대해 전체 구름이 갖는 효과의 수% 정도에 해당한다(Boucher et al., 2013). 이러한 맥락
에서, 비는 일련의 복잡한 미세물리적, 역학적 과정의 최종 결과물로 볼 수 있는데, 가용 담수(fresh water)량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정을 이해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구름물리학은 매우 다양한 학제가 관련된 연구 분야이므로 구름과 비의 거동을 예측할 때에
는 모든 규모의 종관, 역학, 열역학, 미세물리, 전기 및 복사 과정 간의 상호작용과 되먹임(feedback)을 고려
해야 한다. 구름을 육안으로 볼 수 있다는 사실은 구름에는 가시광선을 산란시킬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큰
입자가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대기수상체는 물방울일 수도 있고 더 추운 환경에서는 혼합상
입자와 얼음 입자일 수도 있다. 대기수상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상대습도가 포화 수준을 능가해야 하며
대기 중에 떠 있는 액체 또는 고체 입자는 구름응결핵 또는 빙정핵입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구름이 성장하여
강수로 발전할지 여부는 여러 복잡한 비선형 상호작용에 달려 있다.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이 검토서는 현재 가장 잘 알려진 두가지 유형의 인공증우 대상에 초점을 맞출 것이
다. 첫번째 유형은 다년간 연구된 동절기 지형성 구름이며, 산이 많은 저수지 지역의 강수량 증가를 위해 이
구름에 빙정생성(galciogenic) 입자로 씨뿌리기 하면 강설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 두번째 유형은 액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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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혼합상 강수를 유발하기 위해 흡습성 입자나 빙정생성 입자가 뿌려지는 혼합상 대류성 구름이다.
본 검토서는 이 두가지 유형에 중점을 두고 자연구름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2.2 구름 형성과 에어로졸 입자의 역할
대기 중에 떠 있는 작은 입자들은 "에어로졸 입자"라고 불린다. 에어로졸 입자는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데
오지의 청정지역에서도 발견된다. 크기는 수 나노미터 안되는 것에서부터 수십 마이크로미터까지 다양하다.
표 2.1은 표면 근처의 에어로졸 입자가 가지는 전형적인 수농도와 질량농도를 나타낸다.
<표 2.1>해수면 근처의 대기 중 에어로졸 입자의 전형적인 수농도 및 질량농도와 평균 반지름(Warneck, 2000)
위치

수농도(cm-3)

질량농도(μg/m3)

평균 반지름(μm)

도시

105-106

100

0.03

시골 대륙

~104

30-50

0.07

해안

100-600

10

0.16

Whitby(1978)는 입자의 크기와 주요거동에 따라 에어로졸 입자의 특징을 파악하도록 제언한다. 반경<0.1μm
인 입자는 수명이 짧기 때문에 에이컨(Aitken) 입자 또는 일시모드(transient mode) 입자라고 불린다. 반경
0.1~1.0μm 사이의 입자는 축적모드(accumulation mode) 또는 대형 입자(large particles)로 불리며, 반경 1.0
μm 이상의 입자는 거대(giant) 또는 조대모드(coarse mode) 입자라고 불린다. 최근 이 입자들에 대한 관측
가능성이 확보되면서(Tomasi et al., 2017), 이러한 분류 체계는 0.01μm 미만의 핵생성(nucleation) 모드 입자
로까지 확대되었다.
에어로졸 입자는 형성 경로에 따라 화학적 구성이 판이하게 다르다. 기계적으로 생성된 조대모드 입자의
경우, 해안지역에서는 주로 바다소금에서 나온 가용성 염화나트륨과 황산암모늄으로 구성되지만, 내륙지역
에서는 비가 용성 무기질(예, 규산염), 바람을 타고 이동하는 먼지, 화산재, 디젤 배기가스입자, 박테리아 또는
식물의 잔재로 구성된다. 그 크기 때문에 조대모드 입자는 중력침강을 거치면서 수 시간 내로 지상에 낙하
한다. 크기가 가장 작은 핵생성모드 입자는 가용성일 수도 있고 비가용성일 수도 있으며, 연소시 생성된 것
에는 탄소와 금속이 상대적으로 많다. 핵생성모드 입자들은 뜨거운 수증기의 응결을 통해 형성되거나, 식물
의 유기탄소(organic carbion)를 포함하고 있는 수증기상에서 2원계 또는 3원계 저온 응결을 통해 형성된다.
이렇게 증가한 입자들은 기체 응결에 의해 더욱 성장하여 빈번하게 충돌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응집이
용이해지고 더 큰 입자가 형성된다. 따라서 이들의 수명은 몇 시간 정도로 짧다. 축적모드(accumulation
mode) 또는 대형 입자(large particles)들만이 대기에서 수일 또는 심지어 수 주에 이르는 긴 수명을 갖는다.
이러한 입자들은 일반적으로 좋은 구름 응결핵이며 구름방울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들의 주요 제거과정은
구름과 관련되어 있다(아래 참조). 이 과정은 종종 "강우에 의한 제거 또는 성우제거(rain out)"라고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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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이 비를 생성하면 물방울 내부의 에어로졸 입자들은 빗방울로 인해 대기에서 제거되며 다른 대기
입자들은 강우 물방울에 의해 구름의 아래에서 수집될 수 있다 (“세정(wash out)”).
에어로졸은 크기가 작고 지표면에서 주로 생성되기 때문에 그 입자 수농도는 높이에 따라 급격히 감소한다.
대기 중 에어로졸 입자의 형성 및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arneck (2000)을 참조할 수 있다.
에어로졸 입자의 표면에서 액체 또는 고체 응결(solid condensation)이 시작하기 때문에 에어로졸은 구름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다. 대부분의 씨뿌리기 과정은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입자와 경쟁하는 특정 에어
로졸 입자를 구름에 투입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2.2.1 구름응결핵에 의한 물방울 형성
에어로졸 입자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생성되기 때문에 여러 다양한 화학 조성과 크기를 보인다(Semenuik
et al., 2014). 대부분의 입자는 가용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서 대기의 상대 습도에 따라 수증기를 흡수
하고 성장한다. 이 입자들은 수증기가 응결할 수 있는 표면을 제공하며, 입자의 최종 염(salt)함량은 포화
수증기 압력을 감소시키는데 한층 더 도움을 준다. 곡률효과(Kelvin)와 용액효과(Raoult)를 결합하면 소위
퀼러(Köhler) 방정식이 유도되는데, 이는 크기와 화학 조성이 주어진 에어로졸 입자의 평형(equilibrium)
크기를 설명한다(자세한 내용은 Pruppacher and Klett, 1997 참조). 퀼러 방정식에 의해 주어진 곡선의 최대
값에 해당하는 반지름을 "임계 반지름"이라고 한다. 습윤한 에어로졸 입자의 반지름이 임계 반지름을 초과
하면 성장 시 더 이상 습도를 증가시킬 필요가 없다. 이 경우 이것을 "활성화(activated)"라고 하며 또는 구름
응결핵이라고도 한다.
퀼러이론에 따르면 에어로졸 입자가 더 크고 더 가용성일수록 구름응결핵의 역할을 더 쉽게 할 수 있다
(비균질 핵형성에 대한 이온의 영향과 관련된 추가 정보는 아래2.3.2절 참조). 구름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과포화에서, 입자의 가용성에 따라 0.02μm정도 밖에 안되는 건조 반지름(dry radius)(약 0.1μm의 습윤 반지름
(wet radius))을 갖는 작은 에어로졸 입자가 구름 응결핵으로 작용될 수 있다. 따라서 과포화를 발생시키는
상승기류의 속도는 대기 중배경 에어로졸 입자스펙트럼과 더불어 핵생성된 구름방울의 크기와 수를 결정
한다. 구름 응결핵의 역할을 하는 크기가 큰 에어로졸 입자들은 곡률이 작기 때문에 구름방울을 형성하는
데 낮은 수준의 과포화(≈0.001%)만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작은 크기의 구름 응결핵은 훨씬 더 높은 수준
의 과포화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핵생성된 구름방울의 수는 구름 응결핵의 역할을 하는 에어로졸 입자 수에 관한 복잡한 함수이며,
이 때 구름 응결핵으로 작용하는 에어로졸의 수는에어로졸의 크기 분포, 화학 조성, 상승기류 속도 및 그에
따른 과포화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모수화된 관계식 N=cSk은 핵생성된 방울의 수에 대한 근사값을 과포화
의 함수로 표시하여 제공하며, 기단별로 상수 c와 k가 표로 주어진다(Twomey, 1959). 이 외에도 보다 정확한
방법을 적용하여 구름 응결핵 수를 에어로졸 입자에 대한 퀼러공식에 직접 연관시킬 수도 있다(Flossmann
and Wobrock,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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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가장 먼저 활성화되는 가장 큰 크기의 에어로졸 입자들은 응결로 인해 즉시 입자가 성장하기 시작하
여 나머지 구름 응결핵에 대한 과포화 정도를 감소시킨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통해 안개 소산시 작은 구름방울이 증발하고 그 수증기가 씨뿌리기된 입자에 응결할
수 있게 된다(Reuge, 2017). 동일한 과포화 조건에서도 구름 응결핵이 다르면 오염된 기단(좁은 스펙트럼)에
서 형성된 물방울 스펙트럼은 청정 기단(넓은 스펙트럼)에서 형성된 물방울 스펙트럼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
게 된다. 일반적으로 낮은 구름 응결핵 수 농도는 상대적으로 크기가 큰 방울의 수농도가 낮음을 의미하는
반면 높은 구름응결핵 수 농도는 크기가 더 작은 초기의 방울이 더 많이 존재함을 의미한다(Squires, 1958;
Squires and Twomey, 1960).

2.2.2 빙정핵입자에 의한 빙정 형성
대기 중에는 -35°C까지 과냉각수가 존재할 수 있지만 온도가 일단 -5°C 이하 정도로 떨어지면 구름 얼음
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오늘날까지도 얼음 형성의 정확한 경로는 확실하지 않고 이차 빙정형성 과정에 대해
서도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빙정은 -35°C 미만의 온도에서 수증기만에 의한 균질 핵생성에 의해 형성될 수 있고 그 이후 최종적으로
물질이 용해 됨을 의미한다. 그보다 높은 온도에서 얼음형성을 유발하기 위해서는 빙정핵입자가 필요하다
(Vali et al., 2015; Pruppacher and Klett, 1997; Herbert et al., 2015). 빙정핵입자는 전체 에어로졸 입자들 중
작은부분을 차지한다. 이질 빙정핵형성(heterogeneous ice nucleation)시에는 얼음형성 과정에서 이물질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이물질은 액체상의 내부에서 녹지 않고 존재하는 대기 에어로졸이나 외부에서 공급되
며, 이는 얼음격자 성장을 위한 구조화 하는 표면으로 작용한다. 지름이 0.1μm 이상인 빙정핵입자는 표면에
얼음활성부위가 존재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얼음형성을 시작하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증거가 있다.
또한 빙정핵입자의 비가용성이 갖는 역할, 화학적 결합 요건(물은 빙정핵입자 표면에 화학 결합을 만들 수
있어야 함), 그리고 얼음과 비슷한 빙정핵입자의 결정학적 구조가 중요한 것으로 관측결과 드러났다. 이러
한 요건에 적합한 빙정핵입자는 탄소질 연소 생성물과 화산작용에 의한 입자뿐 아니라 광물성 분진과 생물
종(꽃가루, 박테리아, 곰팡이 포자, 플랑크톤)에서 유래하는 입자들이다. 온도, 빙정핵 직경, 접촉각은 빙정핵
입자가 될 가능성을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보인다(예, Pruppacher and Klett, 1997; Kanji et al., 2017).
빙정핵입자가 존재하는 경우, 침척핵형성과 동결핵형성이라고 불리는 두가지 기본 경로를 가정한다면, 얼
음은 수증기나 액체수로부터 형성될 수 있다. 동결핵형성의 경우 얼음생성중 액체상과 고체상 사이의 상호
작용의 정확한 경로에 따라 다양한 모드로 구분될 수 있다. 아래에 설명하는 침적핵형성과 동결핵형성의 차
이는 Vali 등(2015, 2017)의 저술내용을 참조하였고, 과거에는 약간 다른 정의가 사용되기도 했다(Hoose and
Möhler, 2012).
침적핵형성(deposition nucleation)은 일반적으로 대기의 수증기가 빙정핵입자에 직접 침적되는 과정을 말
한다. 대부분의 대기 중 입자들은 물과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액체가 부착될 수 있지만, 구름방울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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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침적핵형성이 일어나려면, 대기 중의 수증기는 얼음에 대해서는 과포화되어야 하
지만, 액체수에 대해서는 불포화될 수 있으며, 이러한 조건들은 주로 저온과 관련 되어 있다. 관측을 통해
빙정핵입자의 유형 및 얼음과포화의 역할이 밝혀졌지만, 빙정핵입자(예, 광물성 분진)가 코팅되어 활성 부
위가 덮일 경우 침적핵형성이 줄어들 수 있다.
빙정핵입자가 존재하는 상황일 때 과냉각수의 내부에서 동결핵이 형성된다. 주로 접촉동결, 응결동결, 잠
입동결(immersion freezing)의 세가지 모드로 구분된다:
접촉핵형성의 경우 공기 중 빙정핵입자는 기존의 과냉각 방울과 충돌하여 이를 동결시킨다. 그러나 자연
적 빙정핵입자는 0.1μm보다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름 내부에서 물방울의 핵형성이 진행되는 동안 이미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과정은 과냉각 강수시 구름의 경계 또는구름 아래에서 주로 나타나게
된다. 이 과정이 활성화되려면 공기는 일반적으로 물이나 얼음에 대해서 불포화 상태여야 한다(얼음 과포화
지역은 오히려 침적핵이 형성된다). 접촉핵형성 과정에 대한 측정은 거의 실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빙정핵입
자의 크기와 온도 의존성에 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빙정핵입자의 까다로운 발생
조건은 접촉핵형성 과정의 비중이 크지 않다는 것을 나타낸다.
응결동결('응결 후 동결'이라고도 함)은 물방울이 동결되는 과정을 의미하는데, 이는 이러한 물방울의 구름응
결핵이 빙정핵입자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에 기인한 것이다. 빙정핵은 대개 입자가 크기 때문에 응결동결
이 중요한 과정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완전히 비가용성이지만 물과 결합할 수 있는(친수성) 경우에도 빙정핵입
자는 켈빈(Kelvin) (크기) 효과만으로 물방울 핵생성을 해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응결동결 과정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 과정은 공기가 물에 대해 과포화되어 결국 얼음에 대한 과포화가 더욱 심화되는 지역에 다
소 크기가 작은 빙정을 형성시키며 이로 인해 빙정은 더욱 빠르게 고체로 응결 성장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잠입동결(immersion freezing)은 빙정핵입자의 존재로 인해 물방울이 동결되는 과정을 의미한
다. Vali 등(2015, 2017)은 동결핵형성의 동의어로 '잠입동결'이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접촉동결이
나 응결동결도 아니면서 더 온도가 낮은 곳으로 이동될 때 물방울이 동결하는 기타 과정들에도 이 용어를
사용한다. 이와 같이 온도가 낮아지면 이전에 존재하던 일부 빙정핵입자가 활성화되고 동결과정이 시작된
다. 잠입동결형의 빙정핵입자가 잡히는 과정(uptake)은 구름 응결핵의 핵형성 세정과정(scavenging)으로 인
해 발생되거나, 또는 이후의 대기 중 에어로졸 입자의 충돌세정 과정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다.
구름방울이 서로 충돌하여 결합하고 또한 대기 중 에어로졸과도 충돌하여 결합하여 그 크기가 증가해 감
에 따라, 물방울이 빙정핵입자를 포함할 확률이 높아진다.
활성화 된 동결모드 유형 외에도 알려진 모든 관측 결과에 의하면 빙정핵입자의 화학조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있다. 탄소를 포함한 연소생성물과 화산재뿐 아니라 광물성 분진입자는 -10°C 이하에
서 활성화된 빙정핵입자인 반면, 오직 생물학적 입자(꽃가루, 박테리아, 곰팡이 포자, 플랑크톤, 이 중 박테
리아가 빙정핵입자로 작용하는 정확한 메커니즘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만이 -10°C 이상의 온도에서 활성
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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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이질 빙정핵형성 모드 간의 차이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Vali et al., 2015), 빙정핵입자
의 수농도는 온도가 낮아지고 과포화가 증가하면서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현재 에어
로졸 수와 화학정보를 바탕으로 빙정핵입자 수 농도나 특정 얼음형성 메커니즘까지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 이러한 결함은 빙정핵형성에 대한 실험실 측정과 현장측정이 매우 어렵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질 빙정핵형성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oose and Möhler, 2012; Kanji et al., 2017 참조). 또한 이러한
관측상 어려움은 빙정핵입자의 수농도 또는 조성에 대해 일상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의
미하기도 하며, 따라서 시간과 공간의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빙정핵입자의 자연변동성은 아직 확실하게 밝
혀져 있지 않다.
또한 관측된 얼음 수농도는 일부 구름과 특정 온도상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거나 또는 표본추출 중 인공
적 산물로서 발생하는 빙정증식과정(Field et al., 2017)으로 인해 편향될 수 있다. 잘 알려진 빙정증식과정
중 하나는 Hallett-Mossop 과정으로, 두껍고 강한 대류에서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알려져 있다(Phillips et al.,
2007). 이 외 다른 빙정증식 메커니즘도 최근 관측되었다(Leisner et al., 2013; Lawson et al., 2017).

2.3 구름 미세물리학
새롭게 응결된 구름방울이나 빙정이 고체 또는 액체 강수의 형태로 지면에 도착하려면, 수 마이크로미터
의 크기에서 일반적인 구름 내 상승기류속도를 능가하는 낙하속도를 가진 대기수상체의 크기까지 성장해
야 한다.

2.3.1 구름입자의 성장
구름에서 발생하는 초기과정(동결고도 아래에 운저가 형성되어 있는 구름)에는 핵형성과 물방울의 성장('
온난' 과정이라고 불림)이 있다. 활성화 후(2.2.1절 참조) 물방울은 응결에 의해 성장할 수 있지만 이러한 수
증기 확산과정은 상대적으로 느리다. 구름에서 흔히 나타나는 낮은 과포화 수준(1% 미만)에서 일반적인 수
준의 물방울 수농도(약 100cm-3 자릿수)를 가진 구름내 물방울(보통 10μm 크기)이 응결만으로 빗방울의 보
통 크기(~1000μm)까지 성장하여 구름의 상승기류 속도를 극복하고 지표면에 도달하는 것은 구름의 수명보
다 훨씬 오래 걸릴 것이다.
물방울이 빗방울로 더 빠르게 전환되는데 보다 효율적인 성장 메커니즘("자동변환(autoconversion)"이라
고도 함)에는 큰 물방울이 작은 물방울을 포획하여 빗방울을 형성하기 위해 수십분(구름유형에 따름)에 걸
쳐 성장하는 충돌과 응결 과정이 포함된다. 대기수상체 낙하속도(종단속도, Vt)는 중력과 저항력 사이의 균
형이 이루어 질때 입자가 가지는 속도이다. Vt는 입자크기에 대하여 단순비례적으로 증가하는 함수이다. 작
은 대기수상체의 경우 빠르게 증가하며(입자 반경의 제곱에 비례하여), 입자가 성장함에 따라 Vt는 일정한
값에 접근할수록 더 느리게 증가한다. 예를 들어 반경이 ~4mm인 물방울에서 Vt는 10m/s 미만의 값에서 일
정한 값을 갖는다(Pruppacher and Beard, 1970). 지면 강수량은 강우강도, 즉 플럭스로 측정되며(단위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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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단위 면적당 강우량의 부피), 일반적으로 mm hr-1로 표시된다. 강우강도는 본질적으로 물방울의 부피 및
낙하속도와 관련이 있다.
구름방울에서 빗방울로 전환되는 효율은 구름의 성질과 강우 형성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효율은 대기수상체 낙하속도간의 상대적 차이에 따라 크게 달라지고, 따라서 물방울 크기 분포에 따라서도
크게 달라진다(Gunn and Phillips, 1957; Squires, 1958; Warner, 1968; Twomey, 1977). 물방울의 크기가 크고
다양할수록 이러한 전환 효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구름 스펙트럼은 구름이 형성되는 에어로졸 입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청정 환경에서(약 10 CCN cm-3) 성장하는 구름은 전체 물방울 표면적이 제한되므로,
응결시키는 물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다. 이 경우 각기 다른 다양한 Vt를 가진 넓은 물방울 스펙트럼에 속해
있는 소수의 큰 물방울들이 충돌하여 초기 단계에서 빗방울을 형성할 수 있다. 다른 극단적인 경우, 매우 오
염된 환경(약 1000 자릿수의 CCN cm-3)은 사용 가능한 수증기에 대해 경쟁하는 물방울이 많이 활성화됨을
의미한다. 모든 물방울이 작고(수 미크론 단위) 이와 유사한 작은 Vt를 가질 때, 좁은 물방울 스펙트럼에서
충돌 및 병합(coalescence)할 가능성은 극적으로 감소하며, 이는 비로 전환되는 효율이 감소함을 의미한다.
또한 뚜렷한 부착이 시작되는 높이보다 운정고도가 낮으면 얇은 구름의 경우 비로 발달하지 않게 될 수도
있다(Rosenfeld, 1999). 이 경우, 거대 구름응결핵을 추가하면 물방울 스펙트럼의 폭을 넓혀 강수 형성을 가
속화할 수 있다(Yin et al., 2000b).
반면, 두꺼운 구름의 경우 채집효율(collection efficiency)의 감소는 액체형태 강우의 시작이 지연되었음을
의미하지만 반드시 전체 강우량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Wang, 2005; Seifert and Beheng, 2006; Fan
et al., 2007; Lee and Feingold, 2010; Gayatri et al., 2017; Koren et al., 2014). 강우가 시작되는 구름두께와 물
방울 수농도에 대해 선형에 가까운 관계가 도출되었는데, 이는 두꺼운 구름에서 강우 억제를 위해 구름응결
핵이 더 많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에어로졸 입자는 관측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러한 강우 개시 구름두께를
실제 구름두께 이상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Konwar et al., 2012; Goren and Rosenfeld, 2015). 입자가 충돌에
의해 또는 자연적으로 분열(Pruppacher and Klett, 1997)되는 경우 최대 빗방울 크기가 일정한 수준 이하로
제한된다.
대기 중 고도가 높은 구름 또는 동결고도 이상에서 성장하는 구름의 경우, 온도는 혼합상 대기수상체와 얼음
대기수상체의 형성과 성장을 위한 추가 과정을 고려해야 할 정도로 감소한다. 온도, 과포화도, 그리고 빙정
핵입자의 제공 여부에 따라(2.2.2절) 빙정의 형성 정도가 달라진다. 얼음입자는 균질 또는 이질적으로 형성
된 후 고체 응결에 의해 성장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이 단계에서 구름이 얼음에 대해 포화 또는 과포
화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것은 수적이 증발하여 얼음에 대해 과포화 조건을 유지할 수 있는 한 얼음
의 빠른 침적성장에 적절한 환경임을 나타낸다 (Wegener-Bergeron–Findeisen 과정(WBF과정)이라고 불림;
Wegener, 1911; Bergeron, 1935; Findeisen, 1938). 대기 조건은 빙정의 성장률뿐만 아니라 결정의 특성(habit)
도 결정하며, 빙정은 항상 육각구조이지만 축 비율과 밀도가 다양하다.
큰 물방울이 존재할 경우, 2차 빙정이 형성될 수 있다(Field et al., 2017; Patade et al., 2015; Lawson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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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이후 WBF 과정과 함께 자연적인 씨뿌리기(얼음 분열) 과정이 시작됨에 따라 구름의 액체수 함량
(liquid water content)이 빠르게 감소할 수 있다. WBF 메커니즘은 제한된 범위의 조건에서만 발생할 수 있
다. WBF 메커니즘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수증기압이 얼음에 대한 포화 수증기압을 능가하면서도 여전히 물
에 대해서는 불포화도 상태여야 한다. Fen 등(2011)은 수증기압이 종종 액체와 얼음 모두에서 포화 수증기
압을 초과하며, 물방울과 얼음입자가 동시에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빙정핵입자수농도는 구름
응결핵 수 농도보다 현저히 낮지만 WBF 과정과 결착(riming)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중요한 요소이다(Fan et
al., 2011). 빙정핵입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에어로졸 입자가 증가하면 더 많은 빙정을 핵생성시킬 것으로 예
상되며, 이는 액체에서 얼음으로의 변환을 촉진시켜 확산 성장 또는 결착을 가속화할 수 있다. 이 과정은 물
방울이 너무 작아서 강수를 형성할 수 없는 과냉각수(SLW)를 갖는 지역의 동절기 지형성 구름을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구름의 빙정작용을 통해 구름은 더 빨리 결빙되고 더 많은 강수를 발생시킬 수 있다.
Storelvmo(2017)는 혼합상 구름에 미치는 에어로졸의 영향에 대한 진행상황을 검토하고 혼합상 구름에 대
한 현장 관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요약하자면, 수증기 확산에 의한 성장은 일반적으로 구름의 제한된 수명기간 내에 강수를 발생시킬 만큼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채집과정(collection process)을 통해 성장률을 향상시켜야 한다. 빙정은 과냉각된
물방울을 포획하여 동결 시킬수 있고(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결착시 동결된 입자 또는 혼합상 입자(싸락
눈 또는 우박)를 생성할 수 있다. 또한, 얼음입자들은 서로 달라붙어 부착체(aggregates)를 만들 수 있다.
대부분의 대류성 구름에서 결착(riming)에 의한 성장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이 보고되었으며, WBF
과정은 강설을 발생시키는 응집 현상을 촉진한다. 이로 인해, 구름 씨뿌리기시 이러한 과정들이 특히 중요
성을 띠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혼합상 과정과 얼음성장 과정이 빙정핵입자수의 영향을 받는지는 여전히
알려져 있지 않다. 결착형성 과정의 효율성과 관련하여, 일부 모델링 연구는 오염된 환경에서 얼음입자가
과냉각된 작은 물방울을 좀 더 효율적으로 채집하여 결착이 더 많이 형성되었음을 보여주었다(Wang, 2005;
Fan et al., 2007; Van den Heever). 반면, 일부 연구는 동결을 통해 싸락눈 배아를 만들수 있는 큰 물방울의
수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싸락눈 생성량이 줄어든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Seifert and Beheng, 2006; Teller
and Levin, 2006; Storer and Van den Heever, 2013).
미세물리 과정과 역학적 과정은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전반적인 강우효율(rain efficiency)은 구름
또는 구름계의 유형, 환경 안정성, 구름응결핵과 빙정핵 입자 모집단, 관련된 강우 과정의 유형(액체, 혼합
또는 얼음) 및 바람장에 따라 달라진다.
2.3.2 구름 내 전기적 과정
위에서 설명한 성장 과정은 역학적 특성과 열역학 특성에 기반을 둔 것이다. 대기수상체가 대기 전기장에
노출됨에 따라, 대기 이온을 동반하는 전기적 과정도 구름방울과 얼음입자의 형성과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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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적인 지구방사능, 우주선(cosmic ray)에 의한 이온화 및 번개활동은 (뇌우와 떨어져 있는) 맑은 날씨
에도 이온을 형성하고 (전기적으로 대전된 원자나 분자) 에어로졸 입자를 대전시킨다. 자연환경에는 (수
소의) 양이온과 (산소의) 음이온이 모두 존재하고 있다. 대전은 자연 방사능과 우주선으로 형성된 (소이온
(small ion)이라고도 알려진) 클러스터 이온으로 인해 자연적으로 발생한다.
대기의 자연적 대전상태는 한 세기가 넘도록 연구되어 왔다 (Wilson, 1920; MacGorman and Rust, 1998).
그러나, 에어로졸과 구름의 물리적 성질에 대한 이온화의 영향은 뇌우를 제외하면 그 자체로는 거의 연구
되지 않았다. 1949년, Vonnegut는 약한 전기력이 물방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실험을 통해 물방울
응고(coagulation)의 증가 가능성을 제시했다(Moore and Vonnegut, 1960).
대기 중 에어로졸 입자는 클러스터 이온을 포획함으로써 약간의 순전하(net charge)를 띠는데, 이는 입
자자체의 서로 다른 화학작용으로 인해 입자극성에 있어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약간씩 차이를 보이기 때
문이다(Harrison and Carslaw, 2003). 극성이 다른 이온들은 전기적으로 중립적인 화합물을 만들기 위해
서로를 끌어당긴다. 이론적으로 보면 감지될 수 있는 대전입자가 존재하는 일부 한정된 상황에서 전하는
구름응결핵의 역할을 하는 에어로졸 입자의 작용을 변화시킬 수 있어 형성된 물방울들을 안정화시킨다
(Harrison and Ambaum, 2008). 더 나아가 전하는 물방울 간의 충돌시 전기적 영향을 미치는데, 이러한 충
돌로 인한 병합은 물방울이 대전되었을 때 발생할 가능성이 더 크다(Klimin et al., 1994). 특히, 큰 방울 간
의 충돌은 반드시 병합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서로에게 접근하는 물방울들이 일그러지면서 두 개의 평면
이 서로 마주 다가가게 된다. 이러한 평면들이 병합할 수 있도록 일종의 가교가 형성되어야 하며, 이 과정
은 전기적 효과에 의해 강화될 수 있다. 물방울 간 거리가 가까운 경우,한 물방울은 다른 물방울에 의해 운
반되는 전하에 대해 극성을 띠게 되므로, 같은 전하를 가졌더라도 물방울 간에는 인력이 작용한다고 알려
져 있다(Lekner, 2012). 대전의 전반적인 효과는 특히 작은 수적들 간의 충돌효율을 높이는 것이며, 대전효
과가 없는 경우 이들 입자간의 충돌효율은 무시할 정도이다. 초기 양전하 10-18~10-15C를 가진 열적 승화
(thermal sublimation)를 통해 형성된 요오드화은 입자(0.01-1μm)에 전하와 전기장이 미치는영향을 연구한
결과, Adzhiev와 Kalov(2015)는 요오드화은 입자의 얼음형성 활동도(activity)가 대기전위의 규모와 전위의
부호에 따라 달라진다는 결론을 내렸다. 음전위는 얼음형성 온도를 높이고, 주어진 온도에서 얼음형성 효
율을 10-50%까지 증가시킨다. 반대로, 양전위는 요오드화은의 얼음형성 특성을 빠르게 악화시킨다. 따라
서, 요오드화은은 음전하를 띤 구름의 얼음형성제로서 더 효과적이다. Williams(2009)는 날씨 및 기후변화
가 전구(global)의 전기회로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을 검토하고, 전구의 전기회로가 날씨와 기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 연구는 구름의 강수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미세물리적 과정이
효과적임을 제시할 증거가 희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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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기상조절 관련 구름계
2.4.1 서론
기상조절과 관련하여 가장 관심을 끄는 구름계는 동절기 지형성 구름계와 대류성 구름계이다(1장 참조).
층운형 구름과 같은 다른 구름계에 대한 씨뿌리기 노력은 거의 없었다. 본 보고서는, 두 구름계 모두에서,
개별적인 구름세포가 확장된 범위인 중규모 체계에 내재할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이
러한 구름과 관련된 시간 규모는 단독의 대류성 구름인 경우 몇 분에서 동절기 전선과 같은 종관규모 시스
템의 경우 며칠까지 다양하다.
인공증우 기술에 대한 유효성 평가는 이러한 기술이 예상 자연강우량 이상으로 지상 강우량을 증가시키
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다. 동절기 지형성 구름의 경우, 자연강수의 분포는 종관규모 체계와 상
호작용하는 지형에 의해 주로 결정된다. 따라서, 내재된 대류가 너무 크지 않다면 지상 강수량의 시공간적
분포를 어느 정도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다. 반면에, 대류성 구름은 시간적 공간적으로 변동이 심한 강수량
을 초래한다. 이러한 자연강수의 변동성으로 인해 구름 씨뿌리기가 국지적 강수의 증가로 이어졌는지 확인
하기가 까다로워진다.

2.4.2 동절기 지형성 구름계
중위도 저기압은 중위도 강수발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위도 저기압은 종관규모의 편서
풍 파동과 함께 형성된다(Houze, 1993). 대부분은 전선을 따라 일정한 구름 패턴이 특징인 전선성 저기압이
다(온도 기울기와 습도 기울기가 뚜렷한 구역, 경압성 구역). 중위도 저기압의 일반적인 크기는 수백 킬로미
터이고 수일간(최대 일주일) 지속된다. 간략히 설명하자면, 전선 저기압대는 활동 강수의 세 가지 주요 부분,
즉 층운형 구름을 만드는 온난전선(난층운), 대류성 구름을 동반한 한랭전선(적운과 적란운), 덜 발달된 대류
구름을 동반한 한랭지역(전선 후 지역)(the Norwegian model, Bjerknes and Solberg, 1922)으로 구성된다.
산악지대를 통과하는 동절기 전선계는 풍상측에선 강수량이 증가하고, 풍하측에선 강수량이 감소하는 경
향이 있다. 대류는 우세한 층운형 구름계 내에서도 항상 이러한 구름과 함께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동절기
전선의 저고도 흐름은 불안정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구름이 지형을 넘어 위로 올라간다(지형주위를 따라
움직이기 보다는). 바람이 불어오는 쪽의 습한 상승 공기가 응결 또는 결빙을 일으킨다. 동결고도가 산맥의
최고고도 보다 낮으면, 얼음입자보다는 과냉각수가 생성되는 경향이 있다.
미세물리적 변화로 인해 잠열의 방출이 증가하고, 이는 대류혼합을 심화시킨다. 공기가 산정상을 지나 풍
하측으로 흐르면서 미세물리는 세부적인 역학관계에 따라 계속해서 발달할 것이다. 미세물리와 역학 사이
의 상호작용은 지상강수의 분포뿐만 아니라 강수량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이러한 상호작용은 아직 정확하
게 밝혀지지 않았다.
산(과 그 근처)에서 생성되는 강수의 시공간적 분포는 입자 성장의 미세물리적 과정, 기류의 역학 및 습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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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의 열역학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정된다.(Houze, 2012). 특히 Watson과 Lane(2012; 2014)과 Geerts
등 (2015)은 지형성 강수가 지형의 모양 및 기류의 저고도 안정성에 대하여 얼마나 민감한지를 분석하였다.
동절기 전선계의 경우, 강수분포는 모든 범위에서 풍속에 민감한 경향이 있다(Manton et al., 2017).

2.4.3 대류성 구름계
씨뿌리기에 적합한 대류성 구름계는 지표면 가열에 의해 생성되는 편이다. 이러한 구름계는 맑은 날씨의
적운(수 킬로미터의 공간 규모와 수십분의 수명)에서부터 두꺼운 적운 또는 두꺼운 뇌우와 중규모 대류 복
합체(100km의 폭과 수 시간의 수명)까지 다양하다. 씨뿌리기에 적합한 구름계는 주로 상당한 두께(운저와
동결고도 사이의 두께)의 따뜻한 구름층을 가지기 때문에, 구름의 초기 미세물리적 발달에 있어서 응결, 충
돌, 병합이 중요해진다. 지표면으로부터 올라오는 상승 온난 기류의 수증기는 운저에서 응결되고, 이는 잠
열방출 및 대류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구름응결핵 농도가 낮은 경우, 응결과 충돌-병합에 의해 빠르게 성장하는 소수의 물방울들이 유효 수분을
공유하게 된다. 온난층의 두께가 1-2km보다 클 경우, 하부 구름층이 너무 건조하지만 않다면, 이러한 온난
구름형성 과정은 빗방울을 형성하여 지표면에 강수를 발생시킨다. 반면에, 자연적 활동이나 인위적 활동으
로 인해 구름응결핵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면, 물방울 크기는 훨씬 작아지고 충돌-병합은 지연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빗방울이 완전히 억제될 수도 있다. 흡습성 씨뿌리기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
로 한다. 반대로, 강우형성을 하지 못하면 고도가 높은 곳에서는 구름 액체수 함량이 매우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최근의 연구(Fan et al., 2018)는 두꺼운 구름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작은 크기의 인공 에어로졸 입자
(<50nm)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으며, 또한 에어로졸 입자 분포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
여주고 있다.
운정고도가 동결고도보다 높은 경우, 구름방울이 얼음으로 변환될 가능성이 있다(2.2.2절과 비교). 얼음에
대한 수증기압은 물에 대한 수증기압보다 낮다. 얼음입자는 빠르게 성장할 수 있고 WBF 과정을 통해 강수
를 초래할 수 있다. 빙정생성 씨뿌리기는 이 경로를 이용한다. 승화잠열이 응결잠열보다 큰 경우, 액체구름
에서 빙정운 또는 혼합운으로 전환시에는 대류가 증가한다. 일단 얼음입자가 형성되면, 얼음입자의 크기와
낙하속도가 커지기 때문에 충돌-병합이 증가한다.
구름응결핵의 높은 농도 사례와 구름응결핵의 낮은 농도 사례 모두에서 미세물리와 역학 사이에는 복잡
한 되먹임이 있다. 이 역학에는 단일구름 세포 내 대류 규모의 과정과 개별 구름 간의 상호 작용(예, 합침)에
영향을 미치는 중규모의 기류가 모두 포함된다. 적운합침은 두 개의 대류 세포가 하나의 세포로 합쳐지는
복잡한 역학 및 미세물리 과정이다. 관측 및 수치 시뮬레이션에서는 합침 과정의 결과로 최대 면적, 최대 에
코정상, 최대 반사도, 강수강도 및 강수 플럭스에서 상당한 증가를 볼 수 있었다(Sinkevich and Krauss, 2014;
Krauss et al., 2012; Popov and Sinkevich 2017). 합쳐진 폭풍의 크기와 강도는 합류 전 두 폭풍의 합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과정에 대한 세부정보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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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류성 구름과 강수의 일주기는 대개 지표면 가열에 의해 결정된다. 태양열 가열 및 그에 따른 지표면 기류
는 경계층 대류를 유도하여 일반적으로 아침에 얇은 구름을 생성시킨다. 오후에는 웅대적운이나 적란운이
형성되어 중규모 대류무리(convective cluster)로 발전할 수 있으며, 그 다음날 아침까지 계속 강수를 내리게
할 수 있다. 대류성 구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는 운저 경계층에서 습윤 대류 및 지형 또는
중규모의 순환으로 인한 국지적 강제력(local forcing)이 있다. 이러한 과정은 대류중심 부근(대류핵) 상승기
류의 강도와 부분적인 구름의 양을 결정하고, 소규모 미세물리적-역학적 되먹임에 대한 근거를 제공한다.
이러한 과정을 이해하려면 구름과 환경에 대한 핵심 변수(수증기, 온도, 대기 역학과 강수 등)를 종합적으
로 관찰해야 한다. 적운에서 깊은 대류(deep convection)로의 전환 그리고 중규모 대류 무리와 같은 조직적
인 대류로의 전환과 관련된 환경 조건 및 되먹임 과정을 확인하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혼합대류운에 대한 씨뿌리기는 국지적인 에어로졸 모집단이 폭풍의 수명을 연장함으로써 전체 강수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정에 기초를 두고 있다(Mather et al. 1997). Chakraborty 등(2016)은 열대지방 위성 데
이터에 대한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중규모 대류운의 수명이 에어로졸이 첨가됨에 따라 증가하였다.
그 영향은 이 대류성 구름의 감쇠기에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다. 비록 이러한 결과가 씨뿌리기 가설을 확
증하지는 못하지만, 에어로졸이 전 세계의 대규모 폭풍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증명한다.
또한, 이것은 에어로졸의 표면값뿐만 아니라 수직 프로파일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Marinescu 등
(2017)의 제언을 뒷받침한다.
한편 Seifert 등 (2012)은 고해상도 모델을 사용하여 중위도(독일) 온난 계절(6~8월) 강수가 에어로졸(구름
응결핵과 빙정핵입자)에 대하여 얼마나 민감한지를 장기간에 걸쳐 조사하였고, 그 결과 공간과 시간에 대하
여 평균을 계산했을 때 미세물리와 역학의 복잡한 상호작용으로 인해 강수에 대한 에어로졸의 효과가 적다
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강수의 일주기도 구름응결핵과 빙정핵입자의 변화에 대하여 그다지
민감하지 않았다.

2.5 결론
이 장에서는 인공증우를 위해 가장 많이 이용되는 구름 및 구름계의 주요 특성을 요약하였다. 우리는 지난
20년 동안 구름과 강수과정에 대하여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제는 구름을 더 큰 맥락에서, 즉 대
기의 열역학 및 역학 등을 포함하는 종관환경 내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인공증우와 관련이 있는 두가지 주요 구름계는 중위도 전선계와 주로 관련된 동절기 지형성 구름과 지표
면 가열에 의해 주로 강화되는 대류성 구름이다. 이 두가지 구름계 모두에서, 개별적인 대류세포가 그보다
큰 중규모의 구름계 안에 포함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완전 액체상 과정이 일부 구름에서 강수를 유발할 수 있는데 반하여, 혼합상 미세물리는 동절기 지형성 구
름에서 그리고 인공증우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대부분의 대류성 구름계에서 강수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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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으로 작용한다. 강수의 발생을 지연 또는 억제하는 경향이 있는 고농도 구름응결핵을 중심으로 온난구
름(동결고도보다 낮은 운정고도를 가짐)의 발달과 구름응결핵 간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구름응결핵의 풍부함과는 대조적으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빙정핵입자의 농도는 항상 낮으며, 이로 인해
과냉각수의 분포 범위가 동결고도 위로 확장된다. 이러한 구름계에서 나타나는 빙정핵입자와 강수량 간의
관계는 혼합상 과정의 복잡성으로 인해 그다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 빙정핵입자로부터 얼음이 형성되는 경로에는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에어로졸 농도와 화학적 측면
에서 빙정핵입자 농도를 예측하거나 구체적인 얼음형성 메커니즘을 예측하는 것은 현재 불가능하다. 자
연적으로 발생하는 빙정핵입자가 시공간적으로 변동성이 있는지는 불확실하다.
• 혼합상(mixed phase) 구름의 경우 빙정핵입자와 얼음입자 농도 간의 관계는 빙정증식 과정의 발생으로 인
해 더욱 복잡해지며, 이는 여전히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러한 구름 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물리적 및 역학
적 과정간의 되먹임도 뚜렷이 알려진 바가 없다.
• 강수의 발달과 최종 지상 강수 분포는 경계층 과정, 구름 미세물리 및 구름내 역학 간의 되먹임에 의해 결
정되며 지형성 구름계와 대류성 구름계에 대한 대규모 흐름과도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되먹임들에 관해
서는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특히 구름 하부 에어로졸 입자들과 이들의 활동화 특성 및 상승기류에 대
한 관측은 매우 중요하다.
• 폭풍세포(storm cell) 병합(merging)의 역할을 포함하여 대류성 구름과 강수의 일주기 발달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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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공증우의 가능성
3.1 서론
2003년 국가연구협의회(National Research Council, 2003)는 "기상조절의 효능에 대한 확실한 과학적 증
거"가 없는 것은 주로 "중요한 대기과정에 대한 적절한 이해의 부재" 때문이라고 결론지었다. 그 이후로 여
러 주요 대기과정에 대한 이해에 진전이 있었다(2장 참조). 이 장에서는 구름 씨뿌리기의 과학적 근거와 강
수량을 증가시키거나 억제할 수 있는 가능성과 같은 문제를 다루면서 씨뿌리기 과정에 대한 진행 상황을
살펴볼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구름 씨뿌리기는 대기수상체 형성 입자(구름응결핵 또는 빙정핵입자)를 구름에 첨가하는
메커니즘으로 진행된다. 구름형성 단계에서 추가된 모든 씨뿌리기 입자는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대기 중 에
어로졸 입자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법칙을 따른다. 씨뿌리기 입자의 활성화는 입자의 크기, 화학 조성, 과
포화에 따라 결정된다. 대기 중 에어로졸 입자의 크기와 조성에 따라, 이러한 씨뿌리기 입자는 저절로 대체
되어 대기 중 입자의 활성화를 방지하거나 또는 보다 효과적인 빙정핵입자 역할을 할 수 있다(2장 참조).
따라서 그 결과로 얻어지는 대기수상체의 수와 크기가 달라진다.
이 장에서는 씨뿌리기가 용이한 것으로 여겨지는 다음과 같은 주요 구름계에 초점을 맞춘다.
(1) 산맥에서 풍상 측(바람이 불어오는 쪽) 경사면에 형성되는 과냉각수(SLW)가 씨뿌리기 물질(빙정핵입자,
INPs)의 유입과 빙정형성 과정을 통해 추가적인 강수로 전환될 수 있는 동절기 지형성 구름.
(2) 액체상 또는 혼합상 대류운, 이때 씨뿌리기 물질이 첨가된 액체상과 얼음상 미세물리 과정 사이의 상호
작용 또는 씨뿌리기 물질이 첨가된 액체상 미세물리 과정을 통해 강수가 증가할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구름계의 강수량을 높이기 위한 다른 기술들도 제안되었다. 이 장에서는 이온화 및 음파
와 같은 기술에 대한 과학적 근거의 불확실성도 고려한다. 마지막으로 연구 대상을 국지적 규모의 구름에서
집수규모(catchment scale)로, 즉 보다 광범위한 지역사회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규모로 확대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에 대하여 논의한다.

3.2 겨울 지형성 구름
3.2.1 겨울 지형성 구름 씨뿌리기의 물리적 근거
지형성 구름계는 구름 씨뿌리기에 적합한 대상으로 알려져 있다(Dennis, 1980). 산맥은 집수의 주요 원천
이 되며, 지형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발생하는 강수에 따라 세계 주요 강물의 헤드워터를 나타낸다. 종관 전
선의 통과와 관련된 겨울 폭풍은 정기적인 자연강수원이다. 예를 들어, Chubb 등(2011)은 호주 남동부 스노
이산맥(Snowy mountain)의 겨울 강수량의 80%가 한랭전선의 통과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결빙고도가 산 정상보다 낮거나 또는 너무 높지 않다면, 구름이 산맥을 넘어 상승함에 따라 과냉각수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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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적으로 생성된다. 과냉각수층의 크기와 두께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은 풍속, 열역학적 구조 및 산맥의 경
사이다. 따라서 겨울 지형성 구름계는 적절한 빙정핵입자를 도입하여(빙정을 생성하는 씨뿌리기) 얼음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규칙적이며 지리적으로 고정적인 과냉각수의 원천이 될 수 있다.
산맥이 강수를 증가(또는 억제)시키는 메커니즘은 Houze(2012)가 설명하였다(2.4.2절 참조). 이를 좀 더 세
부적으로 연구한 현장조사(예, Warburton and Wetzel, 1992; Geerts et al., 2015; French et al., 2018)와 수치
모델링(예, Watson and Lane, 2014; Xue et al., 2013a)을 이용한 연구 결과를 통해 결빙고도가 산악지형을
따라 적절하게 정렬되어 있다면, 과냉각수는 산맥의 풍상 측에 생성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구름이 산
맥을 넘어 이동할 때 자연적인 응결형성과 결착(riming)을 통해 과냉각수는 얼음으로 전환될 수 있다. 그러
나 과냉각수가 계속 존재하게 되면 과냉각수에서 얼음으로 전환을 촉진하는 추가적인 물질을 주입할 기회
가 생기고 이에 따라 산맥을 넘어 인공증우를 일으킬 수 있게 된다. 강수량이 인공적으로 증가될 가능성도
있지만, 자연적인 강수과정은 복잡하며 또한 산 위의 기류 안정성(프라우드 수(Froude number)로 표현됨)
과 산의 기하학적 구조(종횡비로 표현됨)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이 관측과 모델링 연구에서 밝혀졌다.
과냉각수가 얼음으로 더 많이 전환되어 결국 강수로 이어지게 되는 과정과 관련된 구름 내 과정이 현장
실험과 수치모델링을 통해 연구되었다. Super와 Heimbach(1988)는 미국 몬태나주 브리져 산맥의 지상발생
기에서 생성되는 빙정생성 입자의 줄기흐름(plume)을 추적하기 위해 항공기를 이용했다. 그들은 줄기흐름
이 과냉각수 지역을 교차하여 통과할 때 빙정입자의 수농도가 크게 증가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 이후
에 수행된 현장 연구들은 씨뿌리기의 미세 물리적 영향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Geerts 등(2010)은 미국의 와이오밍주 기상조절시범사업 (Wyoming Weather Modification Pilot Project,
WWMPP, Breed et al., 2014)의 일환으로 항공기 기반 W밴드(W-band) 도플러레이더를 사용하여 지상기반
씨뿌리기 물질(요오드화은)이 겨울 폭풍과 연관하여 지형성 구름의 미세물리에 미치는 영향을 추적하였다.
이 산맥은 주변 평야에서 약 1500미터 위에 있으며, 길이가 약 30킬로미터이므로 기류를 가로막는 실질적
인 장벽이 된다. 유사한 조건에서 7회에 걸친 비행 동안, 3대의 씨뿌리기 발생기의 풍하 쪽(바람이 불어가
는 쪽)으로 대기의 흐름과 직교하는 4개의 구간을 따라 44번은 씨뿌리기를 하지 않고, 70번은 씨뿌리기를
하며 지나갔다. 대부분의 경우 항공기는 산 위로 비교적 얇은 구름이 형성되는 전선 후방(post-frontal)에서
비행했다. 프라우드 수는 1보다 큰 경향이 있어서, 기류는 주로 산 주위보다는 산 위에 존재하였다.
씨뿌리기 효과의 지표는 Yuter와 Houze (1995)가 개발한 주파수-고도 표출(Frquency-Altitude Display:
FAD)을 사용하여 씨뿌리기가 된 비행구역과 씨뿌리기가 되지 않은 구역의 레이더 강우자료를 비교함으로
써 찾을 수 있었다. 레이더 반사도에 의하면 씨뿌리기하는 동안 경계층에서 강설량이 25% 증가하였고, 씨
뿌리기 흔적은 프라우드 수에 따라 증가하며 안정도가 감소함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iao와
Geerts(2013)는 추가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 씨뿌리기의 흔적은 운저 위의 높은 지형에 걸쳐 존재하는 경
계층 내에서 가장 크며, 산맥에서 바람이 없는 곳에서는 명확하지 않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레이
더 유도 반사도 측정에 기초한 것이며, 이러한 측정 결과가 반드시 지표면에서 유사 강수가 증가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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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Pokharel 등(2014)은 미국 와이오밍주에서 기상조절시범사업(WWMPP)의 일환으로 2012년에 실시되었
던 요오드화은 씨뿌리기구름영향 조사(ASCII-12) 현장 캠페인에 관해 서술하였다. 이 캠페인의 세부계획은
Geerts 등(2013)의 저술에 제시되어 있다. 항공기 기반 W-band 레이더, 한 쌍의 Ka-band 마이크로파 강우
레이더, X-band 도플러레이더 같은 세 가지의 서로 다른 레이더가 사용되었다. 세 가지 각 레이더 시스템 모
두에서 대상 영역에 씨뿌리기가 되었을 때 경계층의 반사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음이 발견되어, Geerts 등
(2010)의 초기 결과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
미국 아이다 호주의 아이다호전력 SNOWIE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행 된 최근 현장 활동은, 항공기 및 지
상레이더를 이용한 현장측정과 공중기반 관측장비를 이용한 현장측정을 통해 빙정 및 강수형성으로부터
지상강수에 이르는 빙정핵 생성의 전 과정을 최초로 기록할 수 있었다(French et al., 2018). 씨뿌리기 후 지
면강설에 이르기까지 발생하는 미세물리적사건의 전 과정이 사례연구로서 기록되었다. 이 사례연구에서 씨
뿌리기는 구름의 과냉각영역으로 직접 주입된 요오드화은 연소탄을 이용해 산봉우리의 풍상 쪽에서 이루
어졌다. 이러한 연구는 올바른 조건에서 씨뿌리기를 실시하면 레이더 반사도를 증가시켜 강설강도를 증가
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을 과학적 기반으로 하여 씨뿌리기 이후 지표면에서 강수량 증가를 측정할
수 있다.
Morrison 등(2013)은 빙정생성 구름 씨뿌리기와 기상조절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확인하는
데 활용되는 위성관측의 중요성을 증명하였다. 과냉각된 구름의 발생 빈도에 관한 기후학적 분석연구가 수
행되었는데, 이때 Terra / Aqua의 MODIS와 운정 온도(Cloud-Top Temperature, CTT)와 운정상(Cloud-Top
Phase, CTP)의 레벨 2(처리완료) 결과를 활용하였다. 이 분석은 호주 남동부 와타즈매이니아 그리고 미국 서
부에서 빙정생성 구름 씨뿌리기를 실시한 장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후학적 연구에서는 과냉각수의 존
재여부와 관련하여 두 지역 간의 차이를 설명한다.
동절기에 중위도에서 씨뿌리기하기 위한 최적조건은 다음과 같다.
(1) 풍상 측에 과냉각수를 충분히 형성시킬 수 있도록 산 높이와 결빙고도 높이가 올바르게 위치하고 있고,
(2) 운정 온도는 -10°C ~ -25°C인 경우이다 (Cotton and Pielke, 2007). 동절기에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중위도지역은 산의 정상고도가 1,000-3,500m, 결빙고도가 1-3km인 산악지대이다(Reynolds and Dennis,
1986; Mooney and Lunn, 1969; Kim et al., 2016). 최적의 종관환경인 경우, 중립상태 또는 조건부 불안
정상태(특정수준 이상)에서도 지형성 구름의 생성을 돕기 위해 습윤한 공기가 산을 넘어 이동하는 것이
가능해야한다.
이러한 적정조건은 중위도 저기압 전선의 후방구역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지난 10년 동안의 현장 연구결과는 구름 씨뿌리기가 구름 미세물리에 미치는 영향이 항공기와 지상에서
수행된 빙정생성 씨뿌리기를 통해 뚜렷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또한 이러한 변화는 강수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레이더 측정에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모델 시뮬레이션에서 실제로 확인되었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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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한 내용은 5장을 참조). 인공 증우 프로젝트가 완전히 성공적이라고 기술하기 위해서는 씨뿌리기가 미치
는 영향에 대한 증거와 지상에 강수량이 증가되었다는 증거가 함께 제시 되어야한다.
자연적으로 발생한 지상강수량은 매우 변동이 심하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특정 사례연구에서 지표면 강
수량 증가를 입증하기란 어렵다. 다양한 실험단위와 광범위한 지역에 대해 지표면 강수량 증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주의깊은 통계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씨뿌리기와 관련된 지표면 얼음입자의 미세 물리적 특
성변화에 대한 일부 관측상의 증거가 있지만 이것이 전체 강수량 증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명확하지
않다.
3.2.2 씨뿌리기 전략
씨뿌리기 물질은 항공기, 포탄과 소형로켓, 특수 고고도(high-altitude) 폭죽 (대기 중 최대 200m의 높이에
방출됨) 또는 지상 기반 발생기에서 구름 내부로 살포될 수 있다. 가장 일반적인 씨뿌리기 물질은 요오드화
은으로, 약 -5°C 미만의 온도에서 얼음 입자를 생성 시킨다. Dennis(1980)는 아세톤 불꽃에서 요오드화은이
증발하는 방식을 이용하는 요오드화은 발생기의 설계 및 작용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 한다. 요오드화
은은 아세톤에서 용해되지 않기 때문에, 보통 다른 화학물질들을 첨가한다. Feng과 Finnegan (1989)은 요오
드화은에 염화나트륨(일반적인소금)을 첨가하면 요오드화은의 핵생성 특성을 향상 시킬 수 있음을 보여 주
었다. 이 물질은 호주 동남부의 스노이 산맥(Huggins et al. 2008)과 미국 와이오밍주 중부(Breed et al. 2014)
에서 구름 씨뿌리기에 사용된다.
많은 프로젝트에서 겨울 지형성 구름의 과냉각된 영역에 씨뿌리기 재료를 직접 분산시키기 위해 항공기
를 사용한다. 항공기 이용 시 인화성 액체 운반 과정에서 수반 되는 위험성 때문에 항공기 씨뿌리기용으로
연소탄(pyrotechnic flare)이 개발 되었다(Dennis, 1980).
최근 몇 년 동안 연소탄으로 분사될 수 있는 새로운 계통의 씨뿌리기 물질이 개발 되고 있는 중이다
(National Research Council, 2003). 이 물질들은 이전의 씨뿌리기 물질보다 더 적은 양의 요오드화은을 필요
로 하며, 약 -5 °C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더욱 활발하게 얼음을 생성시킨다. 씨뿌리기 물질의 효율성을 개선
하기 위해 복잡한 화학조성, 나노기술, 다양한 유형의 안개상자 및 씨뿌리기 장치 시험대를 사용한 많은 연
구들이 수행 되고 있다(Zou et al., 2017; Drofa et al., 2010 and 2013).
요오드화은이 구름 씨뿌리기에 사용 되는 유일한 물질은 아니다. 실제로 구름 씨뿌리기에 대한 최초의 실
험에서는 항공기에서 투하되는 드라이아이스 알갱이(고체 이산화탄소)가 사용 되었다. 드라이아이스 알갱
이(pellets)는 표면 온도가 -78°C이기 때문에 이동경로에 있는 모든 구름 방울을 동결시키고, 또한 구름 응결
핵을 활성화 시켜서 균질 핵형성을 통해 물방울을 동결시킨다. 또한 항공기 또는 지표면 기반의 액체 프로
판버너(propane burner)에서 분사된 액체 이산화탄소도 사용되었다. Seto 등(2011)은 항공기에서 분사시킨
액체 이산화탄소 씨뿌리기로부터 발생된 레이더 신호를 검출했으며, 수치모델로 씨뿌리기의 영향을 시뮬
레이션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지상발생기에서 분사될 수 있는 액상프로판을 사용해 유사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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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얻을 수도 있었다(Super and Holroyd, 1997). Bakhanova와 Leskov (2015)가 수행한 특수 항공실험에서는
고체 이산화탄소 알갱이 형태로 구름 씨뿌리기를 했을때보다 액체 질소에 담긴 다공성 숯 또는 에어로졸
알갱이를 사용했을 때 결정화효율이 더 높았다. 이러한 씨뿌리기 물질은 열역학 및 혼합 과정으로 인해 국
지적으로 작용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멸 되는 반면 요오드화은은 잔류하여 다른 구름으로 이동 될 수
있으며 그 효과가 훨씬 뒤 늦게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반면 요오드화은 입자가 빙정핵입자로서 작용할 수 있는 능력은 태양복사에 의해 점차적으로 감소되며
물방울 내에서 분해될 때에는 이 보다 더 느리게 감소된다. Shilin 등(2015)은 높은 습도와 자외선 복사로 인
한 시간경과에 따른 요오드화은 빙정핵입자의 저하 과정을 분석하였는데, 빙정핵입자에 가용성 요오드화합
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얼음형성 효율이 주목할 만한 감소 폭을 보인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렇지 않은 경
우, 얼음형성 효율은 미미한 변화를 보였다. 이러한 빙정핵입자 저하의 주된 원인은 씨뿌리기 물질이 재 결
정화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씨뿌리기 작동조건의 변동성을 고려 할 때, 씨뿌리기 발생기가 씨뿌리기 물질을 일정하게 발생시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또한 씨뿌리기 물질의 입자 크기 분포와 수, 그리고 질량 농도를 올바르게 기록하는 것
이 중요하다(Hugins et al., 2008). 이러한 주의사항은 모든 씨부리기 효과가 씨부리기 물질의 특성과 정확
하게 관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이다. 또한 발생기에서 나오는 풀름(plume) 기둥이 가능한 모
든 과냉각수와 상호 작용 할 수 있는 구름영역으로 분산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씨뿌리기 물질의 표적
화(targeting) 및 확산은 씨뿌리기 실험에서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으며, 이는 관측과 수치 모델 시뮬레이
션을 통해 입증되어야한다(Super and Heimbach, 1988; Bruintjes et al., 1995; Xue et al., 2013a;French et al.,
2018). 적절한 모델을 사용하면 씨뿌리기를 어디에 할 것인지를 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모델은 단순한 확
산-미세 물리적 모델에서부터 완전 3차원 수치모델에 이르기까지 다양할 수 있다(5장참조). 동절기 지형성
구름의 경우, Huggins et al. (2008)은 눈 화학 분석법을 사용하여 Rauber et al. (1988)의 단순 모델이 지상발
생기에서 생성된 씨뿌리기 물질을 적절히 표현할 수 있음을 입증하였고, Manton et al. (2011)은 강설 증가
연구프로젝트(SPERP)를 대상으로 해당 모델을 사용하였다. 3차원 모델링의 발전으로, Breed et al. (2014)은
WWMPP를 위해 기상연구 및 예측(Weather Research and Forecast, WRF)모델의 역궤적(back-trajectory)을
사용하여 최적의 지상 발생기 위치를 찾아낼 수 있었다.
Xue 등(2013a)은 항공기 및 지상 씨뿌리기의 영향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2차원의 기상
연구 및 예측(WRF) 모델에서 구름 씨뿌리기의 모수화를 사용하였다. 씨뿌리기 물질을 과냉각수 영역으로
직접 분산시키는 항공기 씨뿌리기의 경우, 도입된 얼음핵에 수증기를 침적(deposition)하는 것이 얼음입자
의 주요 성장 메커니즘이다. 그러나 과냉각수 영역에 씨뿌리기 물질을 수직 혼합해야하는 지상 씨뿌리기의
경우에 나타나는 지배적인 효과는 아마도 유입된 얼음 핵이 동결이 일어나기 전에 과냉각수와 합쳐짐에 따라
온도가 증가하여 잠입동결(immersion freezing)이 발생하면 요오드화은이 구름응결핵으로 작용할 수 있다
는 점 일 것이다. Xue 등(2013b)이 사용한 3차원 모델링은 일반적으로 직접 및 근접 구름 씨뿌리기 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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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었다. Xue 등(2013a, 2013b)은 또한 어떤 상황에서는 씨뿌리기 물질의 플
럭스가 증가함에 따라 씨뿌리기 영향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했다.
3.2.3 눈의 화학
Warburton 등(1995)은 미국에서 구름 씨뿌리기 실험 중 눈 속에 존재하는 은에 대하여 미량(trace)화학 관
측을 했다. 씨뿌리기가 진행되는 동안 실시간으로 수집된 관측데이터는 이후에 청정실험실에서 세밀하게
분석되고, 이는 지상발생기의 씨뿌리기 물질이 대상 구름에 적중하도록 제대로 분사되는지 여부를 판단하
는 데 도움이 된다. Manton 등(2011)은 강설증가연구프로젝트(SPERP)에서 씨뿌리기 물질의 대상 구름 표
적화에 사용된 단순 확산모델(Rauber et al., 1988)의 구성을 최적화하기 위해 이러한 눈 화학 관측법을 적
용하였다. Manton과 Warren(2011)은 씨뿌리기가 된 영역과 씨뿌리기가 되지 않은 영역에서 은의 최대 농
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이 차이를 SPERP에서 씨뿌리기 물질의 구름 표적화에 대한 주요
지표로 받아들였다.
눈 화학은 씨뿌리기 물질의 구름 표적화 효과를 확인한다는 면에서 가치가 있지만, Chai 등 (1993)에 따
르면 이러한 눈 화학은 씨뿌리기가 강수과정의 미세물리의 변화를 초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도 유용
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 기법은 각 확산위치에서 2개의 발생기를 사용해야한다. 발생기 한 대는 씨뿌리기
가 된 경우에 요오드화은을 분사하고 다른 발생기는 씨뿌리기가 된 경우와 되지 않은 경우 모두의 경우에
서 산화인듐(indum oxide)을 분사한다. 은과 인듐입자들은 비슷한 공기 역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산화
인듐은 얼음을 핵생성하지 않는다. 미세 물리적 효과가 없을 경우, 은과 인듐은 구름입자에 의한 에어로졸
세정효과로 인해 눈과 함께 지표면에 도달하게 된다. 하지만, 만약 요오드화은 입자들이 구름 속에 있는 빙
정의 수를 증가시킨다면, 지상에 있는 눈 속의 은 농도는 인듐농도보다 훨씬 높아질 것이다. Chai 등 (1993)
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 알마노(Almanor) 호수에서 씨뿌리기가 된 경우를 대상으로 17건 이상의 인듐 대 은
비율을 발견하여, 씨뿌리기가 구름의 미세물리에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했다. 이전 실험 결과와 유사하게,
Manton과 Warren(2011)은 SPERP에서 씨뿌리기가 된 경우(중앙값 3.0)와 씨뿌리기가 되지 않은 경우 (중앙
값 0.3)간 은 - 인듐 비율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했다.
Xue 등(2017)은 산화인듐이 씨뿌리기 물질(요오드화은)과 함께 분사되는 경우에 대해, 667m 해상도의
WRF 모델을 사용하여 미국 아이다호 주에서 2건의 지상 기반 구름 씨뿌리기와 2건의 항공기 기반 구름 씨
뿌리기를 시뮬레이션 하였다. 연구진은 이러한 모델이 씨뿌리기 물질의 확산을 정확하게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들은 또한 높은 고도에서 요오드화은이 구름의 과냉각수 영역에 직접 주입되기
때문에 항공기 씨뿌리기가 지상 씨뿌리기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Levin 등(1997)에 의한
이전의 모델링 연구 또한, 지상 씨뿌리기의 경우, 씨뿌리기 물질이 과냉각수 구역에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그 효과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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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대류성 구름계와 층운형 구름계
대류성 구름에서 강수형성은 고온에서 응결-충돌-부착과정을 통해서 진행되거나, 저온에서 얼음형성과정
과 혼합상 과정을 통해 진행된다. 일반적으로 혼합상 과정은 혼합상 지역의 복잡한 미세 물리적 과정을 통
해 대륙성 열대 대류에서 우세하게 나타나며 (Rosenfeld and Lensky, 1998; Xu and Zipser, 2012), 다양한 농
도의 에어로졸 입자에 의해 변화하기도 한다(Andreae et al., 2004; Grabowski and Morrison, 2016). 일반적
으로 구름의 초기 발달 단계에서, 에어로졸 입자의 수 농도가 낮은 경우엔 큰 물방울이 거의 형성되지 않지
만, 작은 크기의 에어로졸 입자가 큰 수 농도를 갖고 있다면 작은 물방울의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장 참조). 구름이 결빙고도 이상으로 성장해 감에 따라, 혼합상 과정은 강수형성에 기여하여 그 중요성을
더해가지만, 이러한 혼합상 과정의 발달은 액체상 과정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Lawson et al., 2016).
구름응결핵 / 빙정핵입자와 빗방울 / 얼음의 수 농도 간 관계는 여러 미세물리적 과정과 그 상호작용에 의
해 결정된다(2장 참조). 또한 낮은 에어로졸 농도로 인해 구름발달 초기 단계에서 크기가 큰 물방울이 형성
될 수 있다(Khain et al., 2001 and 2005). 이러한 물방울들은 강한 상승기류를 타고 결빙고도 이상으로 상승
되어 형성된다. 그 결과, 빙정증식이 일어나서 초기 빙정핵입자농도에 비해 월등히 높은 얼음 수 농도가 나
타난다(Lawson et al., 2016; Field et al., 2017). 큰 결빙물방울이 분열되면서 여러 개의 작은 빙정이 생성되어
성장하고, 이후 결빙고도를 통과하면서 빗방울의 대다수를 생성하게 된다. 에어로졸 수 농도가 높은 조건에
서는 작은 물방울이 결빙고도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빙정증식과정의 효율성이 감소될 수 있다. 그러나 인도
의 경우, 우기중에는 즉, 운저가 상대적으로 온난한 상태(>15℃)인 습윤한 환경에서 에어로졸 입자가 다수
존재하게 되어 구름에 두꺼운 액체 수 영역을 생성하는 중에는 빙정증식이 강수형성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Patade et al., 2016; Gayaude et al., 2017).
여러 연구에서 구름 내 과냉각수에 대한 관측 내용이 보고된 바 있다. Heymsfield 등(1979)에 따르면 중
위도 적운에서 작은 크기의 과냉각 물방울을 포함하고 있는 희석되지 않은(undiluted) 상승기류 중심부
는-18.8℃에까지 이르며 운저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은(<-10℃) 중위도 대륙성 구름에서는 큰 과냉각 물방
울이 생성되지 않는다. Rosenfeld와 Woodley(2000)는 텍사스 서부 상공의 격렬한 적운 내에 최대 1.8g/㎥
의 액체 수(liquid water)가 -37.5°C의 온도로 존재한다고 보고했다. Lawson과 Gettelman(2014)은 대부분 독
립적으로 존재하며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인 탑 적운에서 -0.7gm-3의 과냉각수가 -35.5℃의 온도로 관측되
었다고 보고했다. 또한 인도 대륙 상공의 경우, 운저에서 높은 구름응결핵 농도를 보이는 두꺼운 적운에서
과냉각수가 관측되었다(Prabha at al., 2011; Gayaude et al., 2017). 일부 연구에서는 에어로졸 농도를 증가
시켜 구름방울의 수 농도와 과냉각수의 양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음을 입증했다(Freud et al., 2008; Khain,
2009; Prabha et al., 2011; Tao et al., 2012; Khain et al., 2013 and 2015). 과냉각수의 증가는 균질동결 및 결
착(riming)뿐만 아니라 강수로 이어지는 여러 미세 물리적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Khain et al., 2011; Ilotoviz
et al., 2016). 운저가 따뜻하고(>+15℃) 물방울 크기가 다양한 경우, 구름의 상승기류 중심부는 크기가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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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냉각물방울을 가진다. Lawson 등(2015)은 빗방울의 동결에 의해서 2차 빙정이 형성되며, 얼음분열(ice
splinter)이 이러한 유형의 구름에서 지배적인 메커니즘임을 보여주었다.
깊은 대류성 구름(deep convective cloud, DCC)은 이 보다 더 복잡하며, 열대지역과 아열대지역에서 발생
한다(Houze et al., 2015). 깊은 대류성 구름에 대한 에어로졸 입자의 영향은 최근 여러 연구(Tao et al., 2012;
Altaratz et al., 2014; Rosenfeld et al., 2014; Fan et al., 2016)에서 검토되었으며, 이러한 영향은 역학, 열역학,
미세물리의 효과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 따뜻한 비는 에어로졸 입자에 의해 억제될 수 있으며, 더
많은 구름물방울이 결빙고도위로 상승하면서 더 큰 잠열을 방출하여 강한 대류를 일으킨다(Rosenfeld et
al.,2008). Pincus와 Baker (1994)는 증발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유입(entrainment)이 증가되고, 이로 인해 대류
가 활성화됨을 보여주었다.
이에 대한 관측연구는 운정고도 및 운량의 증가를 제시했으며 (Andreae et al., 2004; Koren et al., 2010;
Niu and Li, 2012), 또한 수치모델을 이용한 연구를 통해(Fan et al., 2013) 미세 물리적으로 활발한 메커니즘
이 얼음입자 크기의 감소와 낙하속도의 감소로 유발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에어로졸 입자가 중규모의 대류집단(cluster)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 열역학적 활성화는
따뜻한 운저, 약한 바람 시어(windshear), 높은 CAPE, 여분의 물구름의 동결과 같은 유리한 환경조건에서 일
어날 수 있다. 빙정생성 입자와 관련된 일부 연구에 따르면, 상승기류의 강화는 빙정의 침적성장 과정에서
방출된 잠열에 기인한 것이다(Ekman et al., 2007). 분진 에어로졸(dust aerosol)은 혼합상 구름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빙정생성 입자는 물론 거대 구름응결핵으로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열대 대류운과 상호작용한
다(Li and Min, 2010; Levin et al., 1996; Semenuik et al., 2015).
다양한 연구에서 에어로졸 입자로 인한 강수량의 변화가 주목을 받아왔다(Tao et al., 2012; Teller and
Levin 2006; Wang, 2005). 그러나 강수가 대규모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미세물리나 역학에서 발생하는 완
충효과로 인해 현저하게 감소한다(Stevens and Feingold, 2009; Fan et al., 2013; Gayatri et al., 2017). 이러한
에어로졸 효과는 씨뿌리기 물질이 구름 및 강수형성 과정에서 구름속의 배경 에어로졸과 어떻게 경쟁할 것
인지를 참고하여 구름 씨뿌리기 실험 시 고려되어야한다.
에어로졸-구름 상호작용은 구름유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가중된다. 에어로졸-구름 강수상
호작용은 또한 구름발달단계와 씨뿌리기 물질의 운반 및 확산에 따라 달라진다. 관찰과 수치시뮬레이션을
통해 기본적 이해가 전반적으로 진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Tao et al., 2012; Lee et al., 2014; Rosenfeld et al.,
2014; Khain et al., 2015), 미세물리와 역학간의 상호작용(Altaratz et al., 2014; Grabowski et al. 2014; Moser
and Lasher-Trapp, 2017)은 아직 확실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2장과 비교).
3.3.1 대류성 구름계 씨뿌리기의 물리적 근거
혼합상 대류성 구름에 대한 씨뿌리기는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빙정생성 씨뿌리기는 구름의 얼음/
혼합상을 강화하기 위해 빙정핵입자를 구름에 투입하며, 이후에 일어나는 물방울의 동결로 인해 강수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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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된다. 이와 달리, 흡습성 씨뿌리기는 구름응결핵을 투입하여 큰 물방울의 형성을 촉진하고, 강수를 유발
하는 부착과정을 활성화시킨다.
3.3.1.1 흡습성 씨뿌리기
흡습성 씨뿌리기는 운저 근처에 액체영역이 형성되어 있는 모든 구름에 잠재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항공
기를 이용하거나 지상연소기를 이용해 운저의 상승기류 영역으로 흡습성 물질을 분산시킨다. 일반적으로,
씨뿌리기 입자는 천연 에어로졸 입자보다 더 크고 흡습성이 더 높다. 따라서 물방울은 응결을 통해 보통의
경우보다 더 크게 성장하고, 다른 물방울과의 충돌을 통해 더 빠르게 성장하여(Cooper et al., 1997; WMO,
2000), 그 결과로 대류세포 내에서 강우과정이 시작된다. 흡습성 씨뿌리기와 관련하여 검토 중인 두가지 주
요개념은 경쟁효과와 꼬리효과(tail effect)이다(Segal et al., 2007).
남아프리카, 멕시코, 오스트레일리아의 실험결과(NRC, 2003; WMO, 2000; Mather et al., 1997; Silverman,
2003; Tessendorf et al, 2015)에 따르면, 구름의 초기 발달단계에서 운저를 대상으로 한 흡습성 씨뿌리기는
대륙성 폭풍으로 인한 강우를 증가시킨다. 인도의 구름 씨뿌리기실험(Murty et al., 2000)에서는, 씨뿌리기가
된 구름이 강수크기의 물방울을 초기에 형성시키는 장점을 가진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이는 씨뿌리기 가설
과도 일치한다. 퀸즐랜드남동부(Tessendorf et al., 2015) 및 인도(Prabha et al., 2011)에서 수행된 실험은 액
체상강우 및 혼합상 과정에서 효율성은 다양하며, 여러 가지 대기요인(예 : 운저 높이)이 나기 전에 존재하
던 배경 에어로졸 모집단에 따라 그 효율성이 달라질 수도 있음을 보여주었다. 일련의 물리적 사건(미세 물
리적 및 역학적 반응)을 이해하고 기록하는 활동은 통계결과를 수용하는데 중요한 단계임이 모든 실험에서
드러났다. Sinkevich와 Krauss (2013)는 사우디아라비아 상공에서 요오드화은 씨뿌리기가 수행된 세 개의 적
란운의 발달과정을 분석했다. 5시간동안 지속적으로 시행된 위성 및 레이더 관측에서는 씨뿌리기 후 연직
구름의 발달과 레이더 반사도의 증가 및 잠재적 강수의 증가가 나타났다. Yao(2006)는 중국의 사계절에 걸
친 혼합상 대류성 구름과 층운형 구름의 강우량 증가 캠페인에 관해 검토하였다.
3.3.1.2 빙정생성 씨뿌리기
빙정생성(galciogenic)씨뿌리기의 경우, 요오드화은과 드라이아이스는 여전히 가장 널리 사용되는 구름
씨뿌리기 물질이다. 두 가지 물질 모두 새로운 결정체를 생성하거나 또는 구름방울을 동결시켜 구름속의
빙정 수 농도를 증가시킨다. 과거의 실험들을 바탕으로, 두 가지 씨뿌리기 개념, 즉 "정적(static)"과 "동적
(dynamic)" 씨뿌리기개념이 제안되었다(Braham, 1986). 전자는 강수배아(embryo)를 늘리기 위한 방법이며,
후자는 과냉각 액체방울의 동결을 통해 잠열을 방출시킴으로써 구름의 부력을 증가시키는 방법이다. 이러
한 실험내용과 결과는 문헌(NRC, 2003)에 광범위하게 기술되어 있지만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다. 강수배아
를 늘리면 구름의 역학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적 씨뿌리기와 동적 씨뿌리기의 구분이 무의미해지고 씨뿌
리기효과의 전체적인 불확실성이 드러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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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씨뿌리기 전략
3.3.2.1 씨뿌리기 방법
"흡습성 씨뿌리기"라는 용어는 처음 도입된 이후 실험설계, 사용된 씨뿌리기 물질의 유형, 실험대상이 된
구름의 유형에 따라 약간씩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궁극적인 목표는 어떤 방식으
로든 부착과정을 촉진함으로써 강우량을 증가시키는 것이었다. 인공 빗방울배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적
절한" 크기의 구름응결핵을 수분분무, 희석식염수, 또는 분말염(grinded salts)을 사용하여 구름에 직접 투입
하는 기법은 이전에 사용된 가장 흔한 흡습성 씨뿌리기 기술이다(Murty et al., 2000). 이 기법은 현재 동남
아시아의 국가들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고, 일부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
로 이전의 통계실험은 결론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측 및 모델링결과는, 특정조건 즉, 구름 씨뿌
리기를 위한 씨앗방울(인공배아)이 최적의 크기 스펙트럼을 가지는 조건에서 일부 구름의 강수량이 증가할
수 있다는 가설에 어느 정도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보다 최근에는 여름철 대류성 구름의 운저 아래영역을 대상으로 연소탄을 사용하는 흡습성 씨뿌리기가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연소탄은 구름방울크기 스펙트럼을 넓히고 부착과정을 가속화하기 위해 작은 염입
자(약 0.5μm직경)를 생성한다. 연소탄은 성장하는 구름에 큰 구름응결핵(>0.3μm 직경)을 제공하여 초기응
결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를 통해 배경구름 응결핵의 활성화가 감소하여 구름물방울이 생성된다
(2장참조). 따라서 구름 씨뿌리기의 전반적인 목표는, 운저에 씨뿌리기된 흡습성 핵을 통해, (씨뿌리기 없는
경우)발달중인 구름에 존재하는 것보다 더 큰 구름방울을 생성하고, 또한 초기 구름방울 모집단의 영향을
받아 충돌부착과정을 조기에 발생시켜 강우형성을 가속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흡습성연소탄은 자연적으
로 제공되는 구름응결핵의 크기보다 더 큰 구름응결핵을 제공할 수 있어야한다. 이러한 자연 상태의 구름
응결핵은 낮은 과포화상태에서 활성화되고, 물을 더 쉽게 응결시키며, 활성상태 물방울의 총 개수를 제한
하는 특성이 있다.
그러나 제2장에서 이미 논의된 바와 같이, 기존 에어로졸 모집단의 수 농도도 고려해야 한다(Semenuik et
al., 2015). 흡습성 씨뿌리기에서는 물방울의 응결이 촉진되어 강우형성 효율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해 큰 물
방울수를 증가시킨다(예 : 물방울크기 분포의 꼬리(꼬리효과)). 구름방울은 씨뿌리기입자 위에서 우선적으
로 핵 생성하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작은 자연구름 응결핵의 활성화를 억제(2장참조)하여 운저주위 물방울
이 자연 상태보다 넓은 크기범위를 갖게 하고, 15분 내로 충돌-융합을 유발하며(Cooper et al., 1997) 일반적
인 적운의 수명인 30분 이내에 강우과정이 개시 되도록 한다. 이는 구름의 수명기간에서 좀 더 초기에 그리
고 더욱 효율적으로 강우에 대한 잠재력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대류성 구름에 대한 두 번째 씨뿌리기 전략은 빙정형성 씨뿌리기 물질의 사용에 달려있다. 운저 가까이
에 이물질을 유입시키면, 요오드화은 입자는 구름응결핵으로 작용하기에도 충분히 크기 때문에(평균크기
0.1mm, Dessens et al., 2016) 흡습성 씨뿌리기와 유사한 효과를 낼 것이다. 높은 고도에 도달하는 경우, 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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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핵입자는 과냉각 액체방울을 동결시키고 싸락눈 입자의 형성을 통해 강우를 유발할 것이다.
결빙고도의 높이에 따라, 입자들은 지면에 도달하기 전에 녹을 수 있다. 포탄(Zhekamukhov, Abshaev,
2012)과 우박 방지용 로켓(Abshaev et al., 2006)은 빙정생성 씨뿌리기 물질을 필요한 용량만큼 대류성 구름
에 특정고도로 직접 전달하기 위해 널리 사용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침적과 접촉 동결이 지배적인 과정
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빙정생성 씨뿌리기 물질을 구름의 하층 및 상층에서 분산시키거나 과냉각수 지역으로 직접 분산시키면,
수증기는 투입된 얼음 핵에 침적되는데, 이는 얼음입자성장의 주요 메커니즘으로 작용해야한다. 과냉각수
구역으로 직접 침투하는 것은 비행 상 위험하기 때문에, 대류성 구름에 대한 항공기 기반 씨뿌리기의 경우
대부분 구름 하층이나 상층에서 씨뿌리기 물질을 방출시킨다. 이 씨뿌리기 전략을 적용하려면, 씨뿌리기 물
질이 구름에서 주어진 과냉각수 고도에 도달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야하며, 이는 몇 분에서 수십 분에
이를 수 있다.
3.3.2.2 씨뿌리기 물질
대류성 구름에서 흡습성 씨뿌리기는 연소탄을 항공기에서 발사하거나 또는 미세 분말을 분사하여 수행된
다. 분말염이나 연소탄이 사용된다. 작은 흡습성 입자를 만들어 내기 위해, 염화칼슘 또는 기타 염류를 항공
기날개에 설치된 거치대(rack)에서 연소시킨다. 해상스프레이(sea spray)즉, 경량포탄을 이용하여 거대 에어
로졸입자를 분사하는 것에 대한 개념적 설계 또한 논의되어 왔다(Ghosh et al., 2016)
흡습성 연소탄 씨뿌리기의 원칙은 연소탄이 자연환경에서 발생하는 것보다 더 크고(대형 혹은 거대 핵)
효과적인 구름응결핵입자(대개 염화칼륨, 염화나트륨, 염화칼슘과 같은 염류)를 생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연
소탄 또는 입자가 큰 염의 씨뿌리기를 통해 생성된 입자(구름응결핵)에 대해 그 화학적 성질(흡습성), 크기
및 수 농도가 평가되어야 한다. 연소탄은 항공기의 날개에 부착된 거치대에 있는 길이 12cm, 직경 7cm의
골판지용 기안에 장착된다(Bruintjes et al., 2012). 흡습성 연소탄은 염화나트륨 또는 염화칼슘을 함유하고
있으며 직경 0.1~10μm의 작은 염 입자를 생성한다.
Cooper 등(1997)은 이슬비 방울을 형성하고 또한 충동-부착과정을 촉진하기 위해 최적의 입자크기인 1μ
m의 입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가용성 입자의 최적크기는 1-5μm인 것으로 발견됐다(Reisin et al.,
1996; Yin et al., 2000a; WMO, 2000; Caro et al., 2002; Segal et al., 2004; Rosenfeld et al., 2010). 해안선 근방
에는 본래 입자의 크기가 큰 해수 염 에어로졸이 다량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구름 아래쪽 에어로졸 입자
크기 분포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Drofa 등 (2010, 2013)은 구름이 많은 환경일 때 대형구름 챔버(3200㎥)와 2차원 온난 구름모델에서 염분말
씨뿌리기의 효과에 대해 연구했다. 실험은 대류운형성에 상응하는 환경조건으로 구름 챔버 속에서 수행
되었다. 그 결과, 챔버에 구름이 형성되기 전에 염 분말이 유입되면 추가적인 큰 물방울의 "꼬리(tail)"가 형
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염 분말을 이용한 씨뿌리기를 실시한 후 전체 구름 내 물방울들의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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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증가하였고, 기존의 배경 에어로졸에서 형성된 구름에 비해 총 수 농도가 감소되었다. 따라서 실험자료
와 수치 시뮬레이션의 결과는 수 μm 크기로 분쇄된 염 분말이 흡습성 연소탄보다 따뜻한 비를 내리게 하
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정도의 분사량은 흡습성 연소탄으로는 실현 불가능하지만,
염 분말로는 가능한 수준이다(Rosenfeld et al., 2010). 챔버실험과 수치모델 시뮬레이션은 염분말 씨뿌리기
의 영향에 대한 몇 가지 증거를 제시하고 있지만, 잠재적인 강우량 증가효과에 대한 이러한 연구들의 결과
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실제 대기를 대상으로 유효성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Belyaeva 등(2013)은 다분산
(polydisperse)염분말을 사용하는 것이 폭약 연소탄의 흡습성물질을 사용하는 것에 비해 유리하며, 자연적
으로는 응결되지 않는 보통두께의 온난 대류성 구름에서 강수가 유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수치시뮬레이션
을 통해 드러났다.
Zhekamukhov와 Abshaev (Parts 1-2; 2009)는 흡습성 미세분말이 장착된 우박 억제용 로켓이 인공 증우를
위해 적운과 적란운의 중심부에 구름 씨뿌리기를 하는데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염분을 포함한" 물방울은 응결-부착 메커니즘을 통해 빗방울 크기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
에 염화나트륨 결정체의 최적크기는 7.5-10㎛로 제안되고 있다.
요오드화은 핵을 분사하는 디스펜서는 아세톤에 용해된 요오드화은 용액을 연소시키거나 연소탄(방출형
또는 현장 연소형, 둘 다 대류성 구름에 사용됨)를 연소시킨다. 요오드화은 아세톤용액은 노즐을 통해 연소
실로 유입되며 이곳에서 분무된 용액은 점화된다. 그리고 연소를 통해 형성된 요오드화은 결정체는 다른
연소부산물과 함께 대기로 방출된다(ASCE 2004; Griffith, 2006). 연소탄의 경우, 연소에 필요한 산소를 제공
하기위해 옥소산은(AgIO3)이 사용된다.
요오드화은은 지표면기반 또는 공중기반 발생기로부터 생성되는 연소탄에 의해 분사될 수 있다. 방출형
연소탄의 경우, 그것은 항공기에서 방출시점화되며, 600-1,800m아래로 낙하한다(설계된 연소시간에 따라).
연소탄은 일반적으로 연소 1분당 10~100g의 활성 씨뿌리기 물질을 생성하는 반면, 공중 아세톤 발생기는
일반적으로 1분당 2~3g의 활성 씨뿌리기 물질을 생성한다. 다수의 프로젝트에서 폭약탄약통(또는 연소탄)
이 대류성 구름정상에서 요오드화은 입자를 방출하는데 사용된다(Koloskov et al., 2010; Krauss and Santos,
2004등). 드라이아이스 또한 사용되며 구름 씨뿌리기항공기의 화물칸 바닥에 위치한 개구부를 통해 방출된다.
디스펜서는 드라이아이스의 알갱이형 입자(직경 0.6~1cm, 0.6~2.5cm) 또는 작은 입자를 분산시킨다. 미국
유타주의 마운튼밸리 선샤인(moutain valley sunshine) 프로젝트(Fukuta, 1996)는 얇은 구름과 과냉각구름에
대해 액체 이산화탄소를 사용하였다. 씨뿌리기 물질 및 분사메커니즘의 유형에 따라 씨뿌리기에 사용해야
하는 장비의 유형(항공기, 로켓 등)이 결정된다. 흡습성 씨뿌리기 물질은 구름 하층 근처에서 대개 연소탄
또는 염 분말을 통해 항공기로부터 분사된다. 드라이아이스와 방출형 연소탄의 경우, 구름상층 근처에서 실
시되는 씨뿌리기에 사용된다. 로켓과 포탄은 심한 난기류와 번개활동이 있는 상황에서도 직접, 거의 동시에
요오드화은을 구름의 과냉각부분에 필요한 용량으로 구름 씨뿌리기 하는데 사용된다. 지상시스템은 발생
기와 요오드화은 연소탄을 통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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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했듯이, 씨뿌리기의 효과는 자연적으로 발생한 배경 입자에 따라 달라지고, 또한 씨뿌리기입자
에 대하여 이러한 배경입자가 보이는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분진입자는 구름응결핵과 빙정핵입자로서 작
용할 수 있으며, 구름의 씨뿌리기 가능성은 구름 하층의 분진입자 수 농도에 대한 정보에 기반 하여 평가해
야한다. 대기중에 에어로졸 입자가 높은 층에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분진입자 또
는 그 집합체가 대기 중에 존재하면 거대 구름응결핵의 작용을 할 수 있으므로 조대입자 씨뿌리기에 방해
가 될 수 있다.
Falkovich 등(2004)은 다양한 유기물이 표면에 흡착되어 있는 분진 집합체를 언급한 바 있다. 아랍에미리트
에서는 황산염 및 염화나트륨과 결합된 먼지입자가 발견되었으며(Semeniuk et al., 2014), 이러한 먼지입자
는 Levin 등(1996)이 보고한 바와 같이 거대 구름응결핵을 형성할 수 있다. 수집된 샘플의 TEM 분석에서 증
명된 것처럼, 무기물과 유기물 모두 단일광물 입자상에 존재할 수 있다.
유망한 수분-증대기술로 촉망받는 나노기술을 기반으로 합성된 새로운 형태의 구름 씨뿌리기 물질이 주목
을 끌었다. 최근 Tai 등(2017)은 제한된 입자크기를 가진 core / shell NaCl / TiO2(CSNT) 입자를 설계하고 합성
했으며, 이 입자는 순수 염화나트륨보다 더 많은 수증기를 흡수할 수 있고(상대적으로 ~295배 낮은 습도,
20% 상대습도), 염화나트륨의 흡습점(hg.p., 75% 상대습도)보다 낮은 62-66%의 주변 상대습도에서 액화되
며, 원래의 측정된 크기보다 6~10배 큰 물방울을 형성한 반면, 동일한 조건에서 순수 염화나트륨은 여전히
결정체로 남아있었다.
3.3.2.3 이동 및 확산
일반적인 실험에 적용되는 구름 씨뿌리기 기준은 1-2ms-1 상승기류를 가진 짙은 운저, 성장형 구름탑
(turret)등과 같이 대부분 파일럿이 이용하는 시각적 기준이다. 항공기는 보통 상승기류 영역과 에어로졸 입
자 및 구름응결핵 수 농도를 조사하기 위해 운저 아래를 통과한다. 때로는 활발하게 성장하는 구름을 확인
하기 위해 더 높은 고도로 비행하기도 한다. 씨뿌리기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운저 근처 또는 더 높은 고도
의 액체 수 함량에 대한 기준도 함께 고려된다. 일단 운저에서 상승기류가 확인되면, 씨뿌리기가 개시된다.
일반적으로 비행 당 최대 3번의 씨뿌리기가 수행된다. 높은 고도에서 빙정생성 씨뿌리기를 하는 경우, 요오
드화은 연소탄이 사용되며 이는 과냉각수 지역으로 바로 확산된다.
씨뿌리기 물질의 확산과 이동은 많은 연구의 주제가 되어왔다. Cooper등(1997)은 구름 꼭대기에 도달할
때 구름에서 혼합되는 이슬비의 형성을 통해 구름전반에 걸쳐 씨뿌리기 효과가 확산되는 것이 흡습성 씨뿌
리기의 주요 메커니즘이라고 제언했다. 이러한 측면을 연구하기 위해 여러 추적(tracer)연구도 수행되었다
(다음 절 참조).
Xue 등(2016)은 정교한 수치모델을 사용하여 이러한 측면을 연구했다. Segal 등(2004)은 초미세
(submicron)입자가 실제로 온난우 형성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큰 흡습성입자의 유입으로 빗
방울이 더 빨리 생성되었다. 하지만, 대형입자가 지나치게 소량으로 존재하는 경우 생성되는 빗방울수가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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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들 수 있다. 이러한 수치적 실험은 에어로졸크기분포에 대한 배경데이터지식을 바탕으로 씨뿌리기실험
이전에 실시될 수 있다. Levin 등(1996)은 이스라엘에서 수행된 실험에서 접근중인 대류밴드 앞 쪽에서 일
직선으로 씨뿌리기가 진행되면 씨뿌리기 물질이 구름의 적절한 구역에 도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Belyaeva 등(2013)은, 수치시뮬레이션을 통해, 다분산(polydisperse) 염 분말을 사용하는 것이
연소탄의 흡습성시약을 사용하는 것보다 유리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자연적으로는 응결되지 않는 보
통 두께의 온난한 대류성 구름에서 강우가 유발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보여주었다.
기술의 발전(4장과비교)은 구름 씨뿌리기 실험의 표적화 및 평가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편파레이더 모
수화(polarimetric parameter)는 대기수상체 계급(예, ZDR)의 구획을 찾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대기수
상체 분류를 통해 해당 영역은 보다 정밀하게 표적화될 수 있으며 씨뿌리기를 위한 구역선정에 도움을 주
기도 한다. 전 세계의 이중 편파레이더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유형의 대기수상체 및 기타 분석 결과들을
보여주는 고성능 실시간 레이더관측의 경우, 구름 씨뿌리기 실험 시 구름에 물질을 제대로 적중시키고 그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신세대 지구 정지위성은 더 높은 해상도로 구름을 추적할 수 있게 하며 이를 통해 운정 및 기타 다른 공간
구조물들의 식별이 가능해진다. 위성을 통해 씨뿌리기가 진행되는 동안의 구름유형과 미세물리에 대한 정
보, 특히 운정 온도와 유효 반경사이의 관계(Rosenfeld와 Lensky, 1998년)와 연직속도의 추정치 및 구름응결
핵에 관한 정보(Rosenfeld et al., 2014)를 얻을 수 있다. 이 정보는 정교한 수치모델링과 함께 씨뿌리기에 관
한 적절한 지침을 제공해준다.
최적의 씨뿌리기 조건은, 가변적인 표적 / 제어영역 또는 개별적인 레이더 구획을 선정하는 작업을 처리
할 수 있는 개량된 분석도구(TITAN, ASU-MRL 등)를 사용하여, 고해상도 기상예측레이더 시각화를 토대로
결정할 수 있다.(Woodley et al., 2003a, b; Woodley and Rosenfeld, 2004; Abshaev and Zharashuev, 2010).
에어로졸, 구름, 강수량과 관련된 모수(구름 씨뿌리기 가능성을 특징 짓는 지역, 이 지역은 레이더로 관측되
었음)에 대한 기후학적 지식은 구름 씨뿌리기 실험 설계 및 실행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지상발생기를 사용할 경우, 발생기의 수와 간격, 풍상 측 표적의 거리, 바람상태, 운저온도, 씨뿌리기 물질의
이동 및 확산 등의 요소가 주의 깊게 고려되어야 한다. 구름 씨뿌리기 프로그램을 통해 구름 내 씨뿌리기물
질의 이동, 확산 및 희석을 결정해야 한다. 이전 실험결과에 따르면 씨뿌리기 물질을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양으로 구름 내에서 전달하는 메커니즘에 대한 지식은 아직 제한적이다. 온도범위, 구름유형, 전달메커니즘
(지상 또는 공중) 및 씨뿌리기 표적은 모두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구름에 씨뿌리기 물질을 적중시키고 씨뿌
리기를 수행하는 무인항공기(UAV)를 기반으로 하는 최신기술은 일부상황에서, 미래에 대한 잠재력을 보여
주고 있다(DeFelice and Axisa, 2016).
3.3.2.4 추적 물질 방출
씨뿌리기 물질의 확산 및 이동을 파악하기 위해 씨뿌리기 영역표시용 태그로 추적물질(항공기에서 방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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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거나 지표면으로 방출된 채프 또는 SF6)이 사용될 수 있다. 채프(chaff)의 확산과 이동은 레이더로 모니터
링할 수 있으며, SF6는 매우 낮은 농도에서도 이 가스를 탐지하도록 설비된 항공기(Rosenfeld et al., 2010)를
통해 검출한다. 이러한 방법들은 구름 씨뿌리기 가설을 검증하고 그 잠재적인 효과를 입증하는데 유용하다.
씨뿌리기된 구름의 부피에 대한 과학적 평가는 씨뿌리기 물질과 함께 추적물질(tracer)을 방출하고 대류운
내에서 그 흔적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시도되었다. Rosenfeld 등(2010)는 미국텍사스주의 대류성구름에서 씨
뿌리기의 흔적을 확인하기 위해 SF6트레이서를 사용하였다. 이 연구진은 SF6와 흡습성 연소탄을 사용했으나
씨뿌리기의 흔적을 찾는 데는 실패했다. 또한 이슬비와 더 나아가 빗방울의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2-5μm의
직경을 가진 염 분말을 씨뿌리기 물질로 사용했다. 비록 미세 물리적 효과가 설명되었고 씨뿌리기된 부피가
SF6 추적물질을 통해 확인되었지만, 그들은 미세물리적 과정은 다양한 환경조건 하에서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치 시뮬레이션을 통한 조사와 연소탄 및 염분 씨뿌리기를 통한 관측이 추가적으로 진행되
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류성 구름조절 실험에서 씨뿌리기 물질의 이동과 확산에 대한 내용은 몰도바에서 지난 20년간 매년 여
름 연구되었다. 실험과정에서 중수소 210Po와 D2O에 기반 한 특수추적물질(Shalavejus, 1996; Shalavejus
and Dinevich, 1995; Dinevich and Shalaveyus, 2010)이 로켓(일부 경우에는 항공기)으로 각각의 구름세포에
투입되었다. 구름구조 이동방향 및 속도를 측정하기 위해 이중 파장기상레이더(MRL-5)가 사용되었다. 지상
에서 강우 시 추적물질을 탐지하기 위해 우량계와 특수 실험실 장비가 사용되었다.

3.4 재분배와 강수의 “음의 증가"
구름 씨뿌리기의 영향을 받는 지역, 특히 대류성 구름의 구름 씨뿌리기에 의해 영향을 받는 지역에 대해서
는 여전히 의문의 여지가 있다. "영역 외(extra –; Woodley et al., 2003b) 및 이스라엘(Brier et al., 1973)에서
수행한 실험의 통계결과와 마찬가지로 신중하게 평가되어야한다. 일부에서는 한 지역에서 강수량이 증가하
면 (대기 수증기를 "훔침"으로써)풍하 쪽의 강수량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최근 Geresdi 등
(2017)의 모델링 연구에 따르면, 일부상황에서는 전 영역에 걸쳐 강수량의 전반적인 증가가 일어나더라도
산에서 풍하쪽에서는 강수량이 감소할 수 있다고 하였다. 반면에, Long (2001)은 분석을 통하여 얼음핵이나
얼음결정체의 이동이나 잠열방출을 통한 구름의 역학적 활력(invigoration)에 의해 풍하쪽 강수량의 증가를
촉진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종합적으로는, 지정된 목표지역에서 씨뿌리기의 영향을 평가함에 있어서 불확
실성을 고려하면서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적인 정량적 연구가 필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기상조절기술은 강우량증가뿐 아니라 우박 억제, 안개제거, 강우강도 감소에도 활용되고
있다. 또한 특정장소에서 주요 국지성 기상상태가 나타나는 동안 강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러한 기상조절
기술을 적용하려는 일부국가(러시아, 중국 등)의 시도가 있었다. 강우강도 감소의 경우, 인공증우와 동일한
물리적 고려사항이 적용되며, 이에 대한 성공사례 기록은 전체적인 구름 씨뿌리기 개념에 신뢰성을 더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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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vati와 Rosenfeld(2004)는 캘리포니아와 이스라엘의 도시공기오염으로 인해 연간 강수량이 약 15-25%
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Khain 등(2005)에 따르면, 작은 구름응결핵은 작은 물방울을 생성하고 충
돌효율이 낮기 때문에 두꺼운 대류운에 의한 강수를 줄일 수 있다. 구름에 초미세 흡습성 씨뿌리기 물질을
투입하면 구름속의 수증기 흡수과정에서 기존의 구름방울과 경쟁하는 작은 물방울이 형성되기 시작할 것
이다. 이 방법은 일부 경우 강우발달을 저해할 수도 있다.
한편, 위에서 이미 논의했듯이, 구름에 거대(giant) 흡습성 씨뿌리기 물질을 도입하면 물방울의 충돌효율
을 높이고 빠르게 강수를 발생시킬 수 있다(Silverman and Sukarjat, 2000). 이 메커니즘은 실제목표지역에
비를 생성할 수 있는 (풍상 측에) 발달중인 구름에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점핑과정 메커니즘”이 적용되면
목표지역에 강우를 발달시킬 수 있는 구름의 잠재력이 감소하게 된다.
지난 30년 동안 러시아에서는 거대도시와 인근지역의 강수 재분배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공휴
일을 이용하여 6~12대의 항공기를 통해 다양한 유형의 구름(온난운 또는 한랭운)과 구름계(기류 및 대류)
에 요오드화은, 액체질소, 고체탄산, 조분산분말 및 흡습성입자를 분산시키는 80건 이상의 씨뿌리기 프로
젝트 연구가 완료되었다(Dovgaljuk et al., 1998; Dovgaluk et al., 2010; Koloskov et al., 2011; Koloskov et al.,
2010).
다음과 같은 4가지 방법이 종관 상황에 따라 주로 사용 된다.
(1) 층운형 구름의 확산
(2) 대류성 구름의 파괴, 또는 씨뿌리기로 인한 소나기와 뇌우의 강도 감소
(3) "강수그늘(precipitation shadow)"을 만들기 위해, 목표지역의 풍상 측에 위치한 구름에 대한 강수조기
개시, 즉 해당 장소 상공에서 강수를 감소시키는 방법
(4) "과잉씨뿌리기"(예, 과잉농도의 빙정생성)를 통한 강수형성 메커니즘을 약화시키기 위해 목표지역을 향해
이동하는 강우발생구름에 집중적으로 씨뿌리기하여 목표지역상공에서 강우강도를 감소시키는 방법.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반복적이고 일관성 있게 검증될 수 있는 정량적 증거가 아직 부족하다.
강수의 재분배는 현재 정량적 강수량 예측이 가진 한계점으로 인해, 특히 대류성 강우인 경우, 다루기 어려
운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흡습성 씨뿌리기 실험의 경우, 구름 및 구름하층영역(WMO, 2000)의 미세물리
및 역학적 상호작용으로 인한, 그리고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가상적 동적효과는 구름의 수명을 연장
하거나 작은구름을 생성할 수 있다. 또한 대류성 구름에 대한 씨뿌리기가 일부 개별구름(또는 구름복합체)
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지표면 강우면적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도 불확실하다.
목표 외 지역 씨뿌리기의 영향에 대한 논의에서는 기상조절이 단순히 국지적 강수량을 증가시키는 수단
그 이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즉, 대기 중의 수분이 지구표면에서 재활용되는 횟수를 증
가시킴으로써 자연적인 물의 순환을 변화시키는 수단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구름 과학자들이 지구물수
지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새로운 도구를 이용해 구름뿐만 아니라 씨뿌리기에 대한 구름의 반응도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씨뿌리기 적용범위의 확대 및 그 영향에 관련된 문제는 좀 더 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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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정의되고 이해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든 영향은 기후변화의 배경 및 이와 관련된(세계적 차원의) 시공간적
강수량 변화에 대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3.5 대체기술
여러 대체기술이 제안되어 왔으며, 다음 단락에서 이에 대해 간략히 논의할 것이다. 이러한 기술의 과학적
근거는 문헌에서 검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3.5.1 이온화
자연적으로 대전된 상태의 대기는 1세기이상 연구되어 왔지만, 이온화가 에어로졸과 구름의 물리적 특성
에 미치는 영향은 뇌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연구되지 않았다(2장과 비교).
수치모델링은 물방울 크기분포가 이온화/전기적 효과를 통해 조절될 수 있으며(Khain et al., 2004), 물방울
대전(charging)이 물방울에서 빗방울크기까지 성장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물방울대전(charging)을 통해 감소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Harrison et al., 2015). 물방울과 에어로졸 입자가 전하를 띠는 경우, 이러한 물체사
이의 충돌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강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다(Tan et al., 2016).
물방울 분포에 의해 운반되는 전하는 국소이온농도(Harrison and Carslaw, 2003)에 따라 달라지며, 따라서
같은 전하나 다른 전하를 가진 추가적인 작은 이온을 도입하여 전하를 바꿀 수 있다(Clement and Harrison,
1992). 궁극적으로 대전효과는 빗방울크기로 성장하는 물방울의 성장모수를 변경하는 것이다.
지난 20년 동안, 러시아의 이온화실험에 기초한 기술이 여러 국가에서 적용되었다(Beare et al., 2010). 이들
은 지표면 근처의 입자이온화를 이용하여 구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일련의 과정에 대한 가
설은 다음과 같다.
처음에는 코로나방전 와이어 어레이(discharge wire array)에서 음이온이 생성된다. 이온은 이후 대기 중의
입자에 부착되며, 이는 나중에 구름응결핵으로 작용한다.
이 이온들은 바람, 대기의 대류, 난기류에 의해 더 높은 대기고도로 운반된다. 결정핵이 형성되어 이러한
입자의 전하가 구름방울로 전달되며, 이 방울의 상호작용에서 생기는 정전력이 구름방울의 부착을 돕는다.
이로 인해 빗방울 성장률이 증가하여 풍하 측의 강우가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가정된 일련의 기상상태 중 어느 것도 지역단위의 관측이나 수치적모델링에 의해 검증되지 않았
다. 이온의 주요작용은 구름 챔버에서는 중요할 수 있지만, 실제 대기의 상황에서도 중요할 것이라고 추정
하는 것은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 현재, 이것이 강수를 증가시킨다는 과학적 근거는 없다.
구름주위의 에어로졸에 대한 전하변조를 통해 구름특성이 관측 가능한 정도로 변화될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려면 추가적인 이론적 및 실험적 연구가 필요하다. 구름주위의 매우 복잡하고 변동이 심한 에어로졸
의 전기상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어로졸의 특성 및 미세물리적변수와 함께 양이온 및 음이온을 측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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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하며, 이를 위해서 공간해상도를 갖는 새로운 대기전기 측정법이 필요하다. 각각의 구름에서 발생하는
과정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연구하면 기존의 구름-이온화 관측 결과 이면에 작용하는 메커니즘에 대한 정
보를 어느 정도 얻을 수 있다.
3.5.2 전기장 및 전기의 변경
구름의 대전은 크고 작은 얼음입자의 충돌효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헌(Pruppacher and Klett,
1997)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의견이 일치하지만, 이 밖의 다른 결과도 상정된 바 있다.
Stepanenko 등(2002)은 구름의 번개통로(lighting channel)영역에서 이온농도가 급격히 증가하여 1011cm-3
의 값에 도달한 것을 발견했는데, 이는 보통 관측되는 농도를 6자릿수로 초과하는 것이며 구름이 많은 환
경에서는 더욱 큰 폭으로 초과했다. 이처럼 높은 이온 농도와 전기장 강도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구름의 미
세 물리 특성이 변경될 수 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지구물리학연구소(Stepanenko et al., 2002)에서 수행된
안개상자 및 고전압 스탠드를 이용한 실험 연구 결과에 의하면, 특정조건에서 방전이 발생하면, 이는 물방
울 동결온도의 상승을 초래하고 빙정농도의 증가 및 이로 인한 빙정의 형태변화를 증가시켜 공기의 이온화
가 촉진되고 구름의 체적전하가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다.
Mikhailovsky (2015)는, 전기화(electrification)의 강화 및 약화를 목표로, 구름 씨뿌리기를 수행하여 빙정농
도를 증가시킴으로써 대류성 구름의 전기적 단계를 조절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씨뿌리기 물질을 구름 속
으로 분산시켜 크고 작은 빙정의 양을 조절함으로써, 전기화의 강화 및 억제를 모두 유도할 수 있게 된다
(Galperin et al., 1990; Mikhailovsky et al., 1992).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씨뿌리기를 통해 전기화를 조절하는 방법이지 표면의 강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
는지에 대해 정량적으로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강우량 증가실험의 관점에서 볼 때 여전히 추측의 영역에
머물러있다.
3.5.3 레이저 기술
흡습성 씨뿌리기 및 빙정형성 씨뿌리기와 같은 전통적인 강우증가 기법은 불포화 조건에서 응결을 유발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으로 레이저유도 응결(laser-induced condensation)이 최근 제안
되었다. 이는 레이저 필라멘트와 대기중 흡습성 에어로졸의 상호작용이 레이저펄스에 의해 생성된 광대역
조명을 통해 표면촉매 핵생성과정(비균질핵 형성)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가설을 기반으로 한다(Petit et al.,
2011; Leisner et al., 2013). Rohwetter 등(2010)과 Henin 등(2010)은 초단레이저펄스에 의해 생성되는 자기
유도 이온화필라멘트가 자유불포화대기에서 물구름응결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레이저필라멘
트와 이들의 광역광 구조(light structures)대기중 에어로졸의 흡습성특성을 변경하는 광화학 반응을 유도할
수 있다(Saathoff et al., 2013).
불포화공기에서 구름응결핵을 생성하기 위해 레이저를 사용하면 매우 국지적인 규모로 응결이 일어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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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지만, 이 기술이 인공증우와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아있으며, 따라서 대기의
강수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이러한 접근법들은 현재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
3.5.4 음파
우박이나 음향포(acoustic cannon)는 충격파 발생기이다. 아세틸렌과산소의 혼합물은 발생기의 하부공간
에서 점화된다. 그 결과로 발생하는 폭발은 발생기의 목 부분을 통과해 원뿔형 탄두공간에 진입하면서 충격
파를 발생시킨다. 그리고 나서 이 충격파는 그 위로 형성되는 구름을 통해 음속으로 이동하는데, 이러한 교
란은 작은 물방울들의 충돌-부착성장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더 큰 빗방울이 생성된다고 제조사들은 주장한
다. 대포 또한 우박의 성장단계를 방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Wieringa와 Holleman (2006)은 기상조
절을 위해 대포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 방법론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찾지 못했다.

3.6 결론 및 권고사항
이 장에서는 주요 대상 구름유형에 대해 씨뿌리기를 수행한 결과 중 현재까지 알려진 지식들을 정리하였다.
겨울 지형성 구름의 경우, 기존의 과냉각수를 눈으로 변환시켜 담수지(water catchment) 강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씨뿌리기가 실시된다. 이러한 유형의 구름들은 역학적으로 비교적 많은 제약이 있기 때문에, 보고된
결과는 오히려 고무적이다. 산위의 기류의 안정성(프라우드수로 표현됨)과 산의 기하학적 구조(종횡비로 표
현됨)에 따라, 더 두꺼운 대기의 성층화 뿐만 아니라 모수도 결정된다. 강수가 형성되려는 자연적인 경향이
있는 구름에 항공기로 요오드화은을 씨뿌리기를 했을 때 최상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류성 구름에 대한 결과는 좀 더 복잡하다. 이 유형의 구름들은 흡습성 물질이나 빙정생성 물질로 씨뿌리
기될 수 있다.
모든 경우에 특정역학 및 열역학환경과 대기 중 배경 에어로졸 입자농도를 고려해야 한다. 특히, 연소탄
(0.1-1μm)을 통해 생성된 흡습성 씨뿌리기 물질의 입자가 대기 중 에어로졸 입자(예 : 해수염, 최대 수μm)보
다 작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씨뿌리기 사례는 심지어 강수량을 줄일 수도 있다. 염 분말은 더 큰
입자를 제공할 수 있지만, 무거운 유료하중(payload)으로 인해 적용상의 한계가 있다.
• 여기서, 최적화 된 새로운 씨뿌리기 물질들이 개발되면서 고무적인 대안으로 제시된다.
• 또한, 씨뿌리기의 고도가 매우 중요하다.
운저에 주입된 요오드화은 빙정생성 씨뿌리기 물질(<1μm)은 흡습성 씨뿌리기 물질과 유사한 작용을 할
수 있다. 입자의 크기 때문에, 빙정생성 씨뿌리기 물질은 우선 구름응결핵의 역할을 하여 온난우 생성과
정에 참여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입자는 자신이 빙정핵이 되는 고도까지 상승하지 않을 수도 있다.
실제로 일부국가에서는 강우량을 줄이기 위해 인공증우 개념을 일상적으로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수많
은 작은 구름응결핵으로 씨뿌리기가 된 구름은 목표지역의 강우량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초기가설에 신
뢰성을 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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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오드화은이 흡습성 씨뿌리기용 연소탄과 빙정생성 씨뿌리기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지만, 대체 씨뿌리기
물질들 또한 사용되고 있다.
• 최적의 조건을 확인하기 위해, 씨뿌리기 물질의 크기와 농도뿐만 아니라 화학적 특성에 대한 추가적 연구
와 국소 영역의 대기 입자 모집단에 대한 신중한 분석이 필요하다. 유료하중과 안전성에 대한 제약조건도
고려해야한다.
이 장에는 씨뿌리기에 대한 몇 가지 대체 접근법에 관련된 논의가 포함되어 있다. 한 측면은 입자와 대기
수상체의 이온화 및 전기화에 관한 것이다. 비록 전하가 구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자연대기에
서 작용하는 정확한 메커니즘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씨뿌리기를 목적으로 전하를 바꾸는 방법
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건조한 지역이 강조되면서, "얇은 공기"에서 구름의 형성을 유발시키는 방법이 모색되고 있다. 여기서 레
이저기술은 에어로졸 입자를 작은 물방울로 국소적으로 변형시킬 수도 있다는 희망적인 결과가 제시되었
다. 하지만, 그것들을 건조한 대기에서 이러한 물방울을 강수로 바꾸는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이 점에서는 대포가 비효율적이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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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에어로졸, 구름, 강수량의 관측
4.1 서론
최근 수 십 년 동안 특히 지상, 항공기 그리고 위성에서 원격감지를 통해 구름을 관측하는 기술이 크게 발
전해왔다. 수치모델링(5장)의 발전과 더불어 기술은 인공증우와 관련된 물리적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 레이더와 위성은 물론 우량계를 이용한 고체강수와 액체강수에 대한 관측의 진보로
인해 집수규모 면적 이상의 강수량을 더욱 정확히 측정할 수 있게 되었다. 구름이 형성되는 종관환경은 라
디오존데, 다중파 수동식 복사계, 연직강우레이더, 측풍장비, 라이다 및 기타 원격감지 기술과 같은 국소적
프로파일링 기기로 잘 나타낼 수 있다. 구름역학을 기술하기 위한 스케닝 레이더는 도플러와 이중편파 기능
을 모두 갖춘 경우가 많고, 산악지형에서도 운반이 가능하다. 정지위성은 공간, 시간 및 스펙트럼의 해상도
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구름의 동적 및 미세 물리적 특성 모두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현
장탐사와 원격감지기술을 이용한 에어로졸 및 구름 미세물리의 측정법은 크게 발전했다.
현재 기술능력은 크게 향상되어 미세규모에서 중규모까지 구름형성 과정을 관찰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
서 자연의 구름과 구름계의 성장을 상세하게 분석할 수 있고, 구름 씨뿌리기와 함께 나타나는 변화를 식별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4.2 강수량의 관측
자연강우와 인공적으로 증가시킨 강수량의 정확한 측정은 기상조절 과학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강수량
이 공간과 시간에 따라 변동(특히 대류계에서)하기 때문에 정확한 강수량을 측정하는 것은 어렵다. 구름 내
강우의 시작 및 발전에 관련된 일련의 물리과정을 순서대로 정리하여 기록하기 위해서는 구름 내부의 특성
에 대한 지속적이고 3차원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반면에, 인공증우 시스템의 실질적인 효율성을 평가하려
면 집수규모(catchment scale) 면적 이상의 지상 강우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4.2.1 지상에서 강우 및 눈 관측
지상우량계는 집수규모 면적에서 지표면의 강수량을 측정하는 가장 정확한 수단이다. Villarini 등(2008)은
수 분에서 24시간에 이르는 시간척도를 기준으로 강우량 추정과 그에 수반되는 불확실성을 조사하기 위해
135㎢면적에 걸쳐 우량계 50대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시간적분 척도가 증가함에 따라 공간적 표본추출 오
류가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구름 씨뿌리기 프로젝트에서 실험단위의 지속 시간은 수 시간이 될
수 있으므로(e.g. Breed et al.,2014; Manton et al., 2011), 구름 씨뿌리기의 실제 효율 평가 시 이러한 불확실
성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Villarini 등(2008)은 20% 미만의 불확실성으로 200㎢ 면적의 강수량을 추정하려
면, 3시간 평균 강수량 추정 시 최소 15대의 우량계가 필요하며, 하루 평균 강수량 추정 시에는 4대가 필요
한 것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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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지형성 구름 씨뿌리기에서 예상된 것처럼 강수가 눈의 형태로 발생하는 경우, 지표면의 강수량측정
에 관한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한다. 강설량 측정에는 무게식 우량계와 광학센서가 사용된다(Gultepe et al.,
2016). Rasmussen 등(2012)은 강풍과 난류를 자주 동반하는 눈 관측법에 대하여 현재 알려져 있는 정보를
정리하였다.
이 연구진은 측정기술의 상호비교에 대한 WMO의 초기작업에 기초하여 (Goodison et al., 1998), 불확실
성의 원천을 설명하였고 강설량 측정을 위한 가장 정확한 기술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기준이중 울타리 상호비교(Double Fence Intercomparison Reference, DFIR)에서 바람막이(각 측정계 주위에
12m 및 4m 울타리를 포함)는 원거리 측정에 실용적 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차선책
이지만 실용적인 측정법에 대해 그 불확실성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기상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측정기의 일관성을 평가하기위해 WMO 관측기기 및 관측 방법 위원회
(WMO Commission forInstrumentsand Methods of Observations, CIMO)는 고체강수 상호비교 실험(Solid
Precipitation InterComparisonExperiment, SPICE)을 2012년에 시작하였다(예, Buisan et al., 2017). 호주 남동
부 스노이산맥에 있는 SPICE 지점에 설치된 일부측정기를 사용하여, Chubb 등(2015)은 DFIR 내측정기와 다
른 종류의 측정기들에서 바람에 의한 손실을 비교하여 조사하였다. 6시간 평균 강수량에 대하여 울타리가
없는 측정기에서 최대 52%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고, 이러한 손실은 측정기가 바람으로부터
자연적으로 보호되는 곳에 있을 때 최소화되었다.
Martinaitis 등(2015)은 우량계가 가장 정확한 강수량 측정법으로 보이지만, 개별측정기마다 작동과 관련
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고체강수량에 대해 최적의 실시간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관측시스템을 복
합적으로 적용하여 각 측정기에 대한 품질관리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정기적인 유지관리
및 보정은 현장에서 제공되는 강수량측정기 품질관리의 중요한 요소이다.
4.2.2 지상 레이더 관측
현장 측정기는 지상에서 강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수단이 되지만, 고밀도 측정기 네트워크를
항상 제공하지는 못한다. 산악지역이 가파르고 험하거나 작은 규모의 대류폭풍처럼 비균질 강수를 보일 때
어려움이 발생한다. 이러한 난관은 스캐닝레이더의 사용을 통해 극복될 수 있다. 강우강도와 레이더반사
도의 관계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한편(예, Campos and Zawadzki, 2000), 집수규모이
상의 면적에 대한 강수량추정에 레이더를 적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Rosenfeld 등
(1994)은 우량계의 세심한 보정(Z-R 관계구축, 지표면 잡음제거, 감쇠보정 등)에 의해 그러한 불확실성이 감
소될 수 있음을 입증하기위해 확률일치(probability matching)기법을 사용했고, 이런 유형의 접근법은 지속
적으로 개발되고 있다(예, Hasan et al., 2016).
최근 수 십 년 동안 이루어진 주요 기술적 진보중 하나는 강우추정에 이중편파레이더를 적용한 것이다
(Brandes et al., 2002). 이로 인해 현장 우적계로 레이더를 보정할 때 대기수상체의 형상과 위상에 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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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실시간 연산능력을 언제든지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입자크기 분포와 대
기수상체 유형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중편파레이더의 강수량추정 알고리즘은 지속
해서 개선되고 있다(예, Cifelli et al., 2011). 레이더 관측지역 주위의 전략적 위치에 있는 우적계와 연직강우
레이더의 네트워크는 지상강우 데이터의 보정 및 검증에 사용될 수 있다. 지상레이더는 구름 씨뿌리기에 대
한 의사결정과 씨뿌리기의 효율평가에 사용된다.
국가규모의 시스템은 높은 공간해상도 및 시간해상도를 갖는 강수량의 추정치를 제공하기 위해 이중편파
레이더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예, Bringi et al., 2011). Krajewski 등(2010)은 Wilson와 Brandes(1979)의
방법론에 따라 레이더기반 강우량 추정치와 우량계기반 강우량 추정치를 비교했다.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
어시스템의 발전으로 인해 지난 40년 동안 중요한 진전이 있었으며, 레이더 추정치와 우량계 추정치 사이
의 평균차이는 약 42%이지만, 계통적(systematic, 곱셈 적)편의(bias)가 제거되면 그 차이는 약 21%로 감소
되는 것으로 연구결과 나타났다.
대규모 레이더시스템은 우량계, 위성 및 수치기상 예측모델로부터 얻은 데이터와 레이더 측정치를 결합하
는 다중레이더 다중센서 기술을 포함하도록 계속 진화하고 있다(Zhang et al., 2016).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약 1km의 공간적 규모와 최소 1시간의 시간적 규모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강수 추정치가 제공되
는 지역의 경우, 이러한 시스템은 인공증우 프로젝트의 기본 변수들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귀중한 공급원으로 사용될 수 있다.
강수량의 공간적 및 시간적 변동성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은 상용 휴대전화 네트워크와 관련
하여 나타나는 마이크로파복사의 감쇠를 측정하는 방법이다(예, Messer at el. 2006). Overem 등(2016)은 3.5
x 104㎢ 이상의 면적에서 강수량을 모니터링 하는데 이 기술이 효과적 이었지만, 결빙강우 또는 해빙강우의
경우에는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었다. 네트워크 서비스 범위가 작은 시골지역에서도 이 기
술의 정밀도가 감소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aese 등(2017)은 휴대전화 네트워크와 우량계의 데이터를 결
합하여 넓은 지역에 대한 강수량을 더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레이더 측정치를 이용한 강수량 및 관련된 구름특성의 계산은 복잡하기 때문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를 세심하게 관리하고 개발해야한다. 측기교정(calibration)은 이에 필수적이고 일상적인 활동이다. Louf
등(2018)은 레이더측정치에 대한 모수의 지역적 변동성과 기본 및 이중편파레이더의 검정에 대한 통합된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Saltikoff 등(2017)은 기상레이더 네트워크 유지의 어려움에 대해 기술하고, 국제 레이더 커뮤니티 내에서
레이더의 작동 및 모니터링을 최대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추가적으로 논의할 것을 권장하였다. 많은 연구
진들은 미 가공 레이더 데이터에서 물리적으로 관련된 변수를 생성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새로운 개
념이 과학 분야 간행물을 통해 공유되는 동시에, 국제 레이더 커뮤니티는 현재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협
력하여 개발하고 있으며, 이는 이미 알려져 있는 결과물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석도구들의 개발로
이어지고 있다(Heistermann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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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위성관측
위성을 기반으로 한 강수량 추정도 지난 10년 동안 상당히 발달했다. 1979년 정지기상위성들을 일상적
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 이래로, 이들 위성들 전구 강수 기후학 프로젝트(Global Precipitation Climatology
Project, GPCP)는 전 세계에 걸쳐 대규모(250km)의 월 강수량 추정치를 제공해왔다(Xie and Arkin, 1997). 기
후학 연구에 유용하기는 하지만, GPCP는 일반적으로 기상조절에 적용하기에는 공간 및 시간적 규모의 간
격이 너무 크다.
그러나 1997년 열대 강우 측정 미션(Tropical Rainfall Measuring Mission, TRMM)의 발족(Simpson et al.,
1996)시 위성강우 레이더를 도입하여 열대 및 아열대지역에서 강수량에 대한 높은 공간 해상도 정보를
거의 20년 동안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데이터는 강수시스템의 소규모 특징들을 기술하는데 가치가 있
었지만, 대부분의 기후변화 연구를 위해서는 주기가 너무 길었다. 보다 최근의 전구 강수량 측정 미션
(Global Precipitation Measurement, GPM)은 다수의 위성에 장착된 능동형 장비(active instrument)와 수동
형 장비(passive instrument)를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수 시간의 시간해상도로 강수량 추정치를 제공하였다
(Skofronick-Jackson et al., 2017). 통합 다중센서, 다중 주파수 측정을 통해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동결강수
뿐 아니라 약한 비에 대한 중요한 데이터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데이터는 독립된 결과물로서도 유용하지만, 공간 및 시간해상도가 높은 모델 및 다양한 기기로부
터 얻은 데이터를 통합하여 국가 및 지역의 정량적 강수량 추정치에 반영된다. 최근 몇 년 동안의 강수량
연구에서는 여러 기기가 포함된 통합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Iguchi 등(2012)은 94-GHz 레이더,
라이다 및 고해상도 수치 시뮬레이션기능이 있는 CloudSat 레이더를 사용하였다. Sun 등(2018)은 우량계에
서 얻어진 일일 또는 월간 데이터와 위성으로부터 얻은 전 지구 강수량 데이터 세트를 검토하였는데, 이 데
이터 세트는 수 시간에서 한 달에 이르는 시간규모에 대한 추정치를 제공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한계점을
갖는데, 특히, 복잡한 지형에 대한 한계가 있다.

4.3 종관환경의 관측
인공증우는 구름내부의 미세물리적 변화와 반드시 관련되지만, 구름의 특성과 발달은 이보다 더 큰 규모
의 과정에 의해서도 제어된다. 그러므로 모든 인공증우 프로젝트에서 구름의 종관환경을 관찰하는 것은 필
수적이다. 실제로 종관환경은 대개 구름이 씨뿌리기에 적합한 시기인지를 판단하는데 있어 핵심 변수 중
하나이며,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전용 탐측현장을 설치하여 잠재적으로 씨뿌리기가 가능한 기간에 몇
시간마다 탐측기기를 비양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Manton et al., 2011; Breed et al., 2014).
마이크로파 수동형 라디오미터 프로 파일러와 같은 수동 원격 감지장치는 제대로 검정이 되었다면 지상
으로부터 최대 1.5km부터 10km까지의 과냉각수 분포와 함께 연직온도 및 습도분포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Ware et al., 2013; Sanchez et al., 2013; Balaji et al., 2017). 도플러 및 편파기능을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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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WC 및 IWC 프로파일을 위한 95-GHz의 통합 라디오미터 프로 파일러가 달린 W-밴드 레이더는 강수유형
과 구름계역학을 이해하는데 유용하다(Gultepe et al., 2017). 또한 윈드프로파일러는 바람의 수직변화에 대
한 정보를 얻기 위해 사용되는데, 이는 대기 중의 시어 층(shear layer)과 다른 비 균질성을 식별하는데 중요
하게 작용할 수 있다. 열역학 및 역학의 일주기에 대한 정보는 구름형성 시간과 지역을 식별하는 세부사항
을 제공하므로, 이는 구름 씨뿌리기에 관한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준다.
구름 데이터분석은 국지적 탐측환경보다 더 광범위한 종관환경에서 이루어져야한다. 이러한 종관 환경적
해석은 수치적 기상예측시스템을 분석할 때 가장 잘 나타난다. 장기간에 걸쳐 역학적으로 일관된 분석을 하
고자 한다면, 재분석 기상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예, Dee et al., 2011). 정지위성 영상 또한 구름계
와 관련된 종관 환경적 해석 시 매우 유용하다. 이 위성들은 10분 분량의 시간규모와 1km 또는 2km의 공간
규모로 다중 스펙트럼 영상을 생성한다. (Bessho et al., 2016; Schmit et al., 2017). 이러한 정보는 고해상도
일기예보와 함께 날씨 정보를 지원하는데 사용할 수 있으므로 구름 씨뿌리기 프로그램의 필수 구성요소이
다.

4.4 구름 역학의 관측사항
수 십 년 동안, 스캐닝레이더는 구름의 역학과 구름계를 연구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자리잡아왔
다. 구름계와 구름의 역학을 연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스캐닝레이더였다. 뇌우식별 추적 분석 및 실
황예보(ThunderstormIdentification Tracking Analysis and Nowcasting, TITAN – Dixon and Wiener, 1993) 및
ASU-MRL(Abshaev et al., 2010)와 같은 소프트웨어 시스템은 레이더 반사도에만 근거해 적운세포의 발생
과 성장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왔다. 도플러, 이중편파기능 및 휴대성 향상과 같은 기술적 발전으로
인해 모든 유형의 구름에 대한 역학적 관측법이 크게 진보하였다. ASU-MRL 소프트웨어 시스템(Abshaev,
2010; Dimitrovski et al., 2016)을 이용하여 하나의 지도에 레이더, 위성, 번개 및 라디오 고층 관측 자료를 통
합하여 구름 씨뿌리기, 폭풍경보, 홍수예보와 수문학적 평가를 위한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Abshaev,
2010; Sinkevich et al., 2016 and 2017).
Pokharel 등(2014)은 항공기 레이더와 지상레이더를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구름 씨뿌리기와 관련된 구름의
구조 변화를 식별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 항공기기반 W-밴드(3mm) 도플러레이더(Wang et al., 2012)는 항
공기 위 또는 아래에서 스캔하여 상세한 구름구조를 나타낼 수 있다. X-밴드(3cm) 차량 탑재형 도플레이더
(Doppler-on-wheels: DOW)는 특정지역으로 쉽게 이동하여 탁월풍에 맞춰진 수직 횡단면 스캔뿐만 아니라
전체 부피 스캔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 연직강우분포(Maahn and Kollias, 2012)를 측정하는 연직강우레이
더(K-밴드; 1.2cm)는 휴대가 용이하여 산악지형에 설치할 수 있다. 이러한 레이더 시스템의 복합적인 활용을
통해 씨뿌리기된 상태와 씨뿌리기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름계의 공간 및 시간적 발달에 대한 포괄적인 정
보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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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학적 응용을 위한 레이더 기술은 구름계의 3차원 스캐닝영상(Isom et al., 2013)을 신속하게 생성하는
이미지 레이더(일반화 된 위상배열 방법 사용)와 함께 지속적으로 발전해왔다. Kurdzo 등(2017)은 고속스캐
닝 X-밴드레이더 기술들의 성능을 비교하였는데 이를 통해 부피주사(volume scan)시간이 약 10초정도 밖
에 걸리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기술의 개발은 구름계의 역학과 구조를 지속적으로 관측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상 배열 안테나와 도플러 기능을 갖추고 있는 새로운 S-밴드 항공레이더 추적시스템이 현재 개발 중이
며 그 주사기간은 10초가 될 전망이다(Abshaev et al., 2015). 이를 통해 가장 복잡하고 빠르게 발전하는 대
류과정에 대하여 좀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레이더는 북부 코카서스의 몇몇 지역에 설치
되었는데, 복잡한 지형에서 우박과 폭우를 측정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구름의 역학을 관찰하는데 적용 가능한 다양한 현대기술은 대류무리(convective cluster)와 강우 구름대의
이동을 식별하여 혼합형구름(mixed-phase clouds)씨뿌리기를 실시할 위치 및 시간에 관한 의사결정을 최적
화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이 기술은 초기의사 결정과 씨뿌리기 영향 분석 모두에 대하여 중요하다.
가장 최신의 정지위성들(Bessho et al., 2016; Schmit et al., 2017)은 또한 매우 넓은 지역에 걸쳐 약 1km의
공간규모와 약 10분간의 시간규모로 구름구조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따라서 위성은 구름계의 구조와 역
학을 관측할 때 지상레이더를 보완할 수 있다.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항공기를 이용한 구름의 역학 및 구조관측은 지상관측과 위성관측 데이터를 잘
보완할 수 있다. Geerts 등(2015)은 연직면 이중도플러레이더를 이용하여 대기 수상체의 연직운동을 직접
측정하였다. 그들은 산악지대에서 눈의 성장과 이동을 분석하고, 지형성 강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유형의
조건을 식별할 수 있었다.

4.5 에어로졸과 구름 미세물리 측정
4.5.1 미세물리
인공증우 시 구름의 미세 물리적 특성변화가 항상 함께 유발되기 때문에 에어로졸, 구름 및 빙정핵에서
지상강우에 이르는 일련의 구름형성과정에 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측정이 필수적이다. 항공기는 구
름 자체로부터 그리고 구름내부를 구성하는 환경으로부터 전체범위의 미세 물리적 측정값을 수집하는 수
단이 될 수 있다. Geerts 등(2010)은 항공기의 W-밴드 도플러레이더와 구름라이다를 사용하여 요오드화은
을 이용한 씨뿌리기에 따른 겨울철 지형성 구름의 미세물리적 역학발달을 관측하였다. 특히, 그들은 그러
한 미세 물리적 변화가 Yuter와 Houze(1995)에 의해 소개된 고도다이어그램에 의한 등치선빈도(Contoured
Frequency by Altitude Diagrams, CFAD)를 사용하면 잘 드러난다는 것을 발견했다. 최근 French 등(2018)은
종합적인 기기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요오드화은으로 씨뿌리기한 후에 지형성 구름의 미세 물리적 및 역학
적 발달을 관측하였다.
항공기는 구름의 미세물리에 대한 현장관측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필수적이지만, 중요한 측정값은 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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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에서도 얻을 수 있다. Delanoe 등(2016)은 다양한 구름유형의 미세물리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 저전력
3-mm 도플러 구름레이더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항공기와 지상 모두에서, 구름레이더와 함께 구름라이다
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예, Wang et al. 2009). 구름라이다는 구름입자의 상(phase)과 운고 또는 운저
를 결정하는데 특히 효과적이다. 또한 에어로졸 하중(loading)도 감지할 수 있다.
이중 편파레이더가 제공하는 추가정보는 대기수상체의 상과 형태에 대한 데이터이며, 이 데이터를 이용하
여 우적계를 보정할 수 있다(예, Thurai et al., 2009). 비디오 우적계(Brandes et al., 2007)는 강수크기의 입자
가 가지는 특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를 사용하여 구름 씨뿌리기 가설과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다. 다양한 광학기법들이 더 작은 크기의 구름입자를 식별하고 입자 수를 측정하는데 사용된다. 예를 들어,
Baumgardner 등(2014)은 2 ~ 50 μm 크기의 물방울 입자와 얼음을 구별하기 위해 산란된 빛을 사용하는 기
기에 대해 기술했다. 이러한 장비는 일반적으로 항공기에 탑재되어 수μm에서 수천μm까지 크기의 구름 입
자를 측정한다.
구름입자의 크기, 형태 및 수 농도 범위가 넓고 구름 미세물리 및 역학의 시공간적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구름입자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복잡한 작업이다. 구름입자는 구형의 물방울에서 복잡한 수지상의 얼음
결정체에 이르기까지 그 형태가 다양하다. 물방울과 얼음은 공존할 수 있고 그 수 농도의 변화는 매우 크
다. 2 ~ 10,000μm 크기의 구름방울, 얼음입자 및 빗방울은 전방산란측정기(forward scattering probe)와 입
자 이미지 측정기로 측정한다. 이슬비 형성은 큰 입자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로 연구해야 한다
(Baumgardner et al., 2017). 따라서 구름 씨뿌리기 프로그램을 적절히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항공기측
정기가 필요하다.
강우발달 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큰 입자들의 수 농도가 매우 낮은 혼합상 대류운에서 입자를 추출하는
과정에는 까다로운 측정문제가 수반된다. 이러한 대기수상체를 관측하려면 분포의 양극단 꼬리표본이 필요
하지만, 구름입자는 고유한 공간적 및 시간적 변동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큰 표본 추출 오차가 발생할 가능
성이 있다(Baumgardner et al., 2017).
얼음입자는 기기와 부딪힐 때 부서질 가능성이 있어 측정하기가 더욱 복잡하며, 이는 작은 입자크기의 추
정치에 편의(bias)를 초래한다. Baumgardner 등(2017)은 얼음입자의 실제크기 측정에 현재 적용되는 기술
들을 정리하였다. 레이더 데이터와 마찬가지로, 전 세계 여러 연구팀은 입자측정기로부터 얻은 미 가공데이
터를 분석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다. McFarquhar 등(2017)은 다양한 입자측정기 분석시스템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하여 이러한 연구팀들이 개최하는 일련의 국제워크숍에 대해 기
술했다.
4.5.2 과냉각수(SLW)
대부분의 인공 증우 전략에는 과냉각수를 변환시키는 과정이 포함되며, 이러한 과냉각수에 대한 정밀측정
은 연구와 운영활동 모두에 필수적이다. 마이크로 웨이브 라디오미터(Huggins, 1995; Osburn et al., 2016)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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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에서 물방울의 특성을 측정하는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강수가 라디오미터 레이더 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건에서는 주의가 필요하다(Araki et al., 2015). Hogan 등(2005)은 층상운에서 물방울 특성을 추정하
기 위해 이중 파장 마이크로파 레이더를 사용했다.
Illingworth 등(2007)은 현재 운용중인 수치예보모델이(numerical weather prediction model) 구름을 제대
로 표현하였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능동형 및 수동형 지상원격 감지장치의 사용법에 관해 설명했다. 이러한
기기는 과냉각수의 상세한 특성을 알려주므로, 씨뿌리기에 적합한 구름을 판단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항공기에서 액체상태 수분과 얼음을 직접 측정하는 방법이 Baumgardner 등(2017년)에 의해 논의되고 있
는데, 이에는 주로 열선(hot-wire) 센서가 이용된다. 액체수와 얼음함량은 입자계수기에서 발견되는 입자분
포를 통합하여 추정할 수도 있다.
4.5.3 위성관측
첨단 초 고해상도 라디오미터(Advanced Very High Resolution Radiometer, AVHRR)가 탑재된 극궤도위성
이 발사된 이래, 세계대부분의 지역에서 구름특성에 대한 기후학 연구와 사례연구가 수행될 수 있었다.
Kuji 등(2000)은 AVHRR 데이터에서 유효 입자크기와 액체 수 함량(liquid water path)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지 보여주었으며, Rosenfeld (2000)는 AVHRR 데이터를 사용하여 도시오염이 구름특성에 미
치는 영향을 연구했다. 2000년경부터 테라(Terra)위성과 아쿠아(Aqua)위성은 모디스 (MODerate-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 MODIS)를 탑재하였는데, 이 관측기는 유효입자크기, 액체 수 경로와 고체 수
경로(ice water path)를 포함한 다양한 구름광학 및 미세 물리적 변수의 추정치를 제공할 수 있다(Platnick et
al., 2017). 이러한 데이터는 구름 씨뿌리기의 지역적 적합성을 나타내는 척도로써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는
겨울철과 냉각수 발생빈도를 비교하는데 사용되었다(Morrison et al., 2013).
MODIS관측은 A-Train 위성그룹이 제공하는 데이터의 일부로서, 다양한 구름 및 에어로졸 특성에 대한 데
이터산출을 목표로 한다. 또 다른 데이터 제공은 관측위성인 CloudSat(Stepens et al., 2002)에 의한 것인데,
이는 구름 내 액체 및 얼음 수분함량 프로파일을 생성하는 구름레이더를 장착하고 있다. 이러한 위성의 공
간 및 시간적 유효범위는 제한적이긴 하지만, 사례연구 및 기후학 연구 시 구름에 대한 높은 공간해상도 정
보를 제공할 수 있다.
약 1km의 공간해상도로 10분 반구영상을 얻을 수 있는 정지위성이 발사됨에 따라, 위성을 이용한 구름
미세 물리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시대가 열렸다. 이 위성들(Schmit et al., 2017; Iwabuchi et al., 2018)은 16
개 스펙트럼 대역의 데이터를 제공하여 구름상과 구름입자 크기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운정고도와 운정
온도에 대한 기본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
4.5.4 에어로졸 입자
에어로졸 입자는 구름방울의 개수와 크기(McComiskey et al., 2009; Shao and Ru, 2009), 구름의 양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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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Kaufman and Koren, 2006)뿐만 아니라 강우의 시작(Rosenfeld et al., 2008; khain, 2009; Sorooshian et al.,
2009)과 같은 많은 구름특성에 영향을 미친다. 에어로졸의 광학적 및 전기적 이동도(mobility)를 사용하는
통합접근방식을 사용하여 에어로졸 크기 분포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하부대류권 및 중간대류권 전역에 걸
친 초미세(submicron)입자의 크기 분포를 포함하고 있는 전체 에어로졸 크기 분포는 주변대기 및 씨뿌리기
된 구역 모두에서 측정되어야한다.
Sakai 등(2013)은 이중 파장 편파 라이다를 통해 검출된 에어로졸의 광학특성 데이터를 항공기 기반의 측
정기기에서 얻은 미세 물리적 특성 데이터와 비교했다. 그 결과는 에어로졸의 성질을 판단할 때 라이다가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지만, 작은 크기의 구름응결핵은 가끔씩 라이다로 감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
기후에 대한 에어로졸 입자의 잠재적 영향력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많은 프로젝트가 구름응결핵을 포함
하여 에어로졸의 분포를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Schmale 등(2018)은 자연
발생 에어로졸 입자 및 구름응결핵에 대하여 북반구 11개 장소에서 얻은 종합적인 데이터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가 유용한 기후데이터를 제공하는 반면, 인공증우 활동의 경우에는, 구름핵에 대한 현장
측정치가 필요한데, 이는 주로 항공기 계수기(예, Wang et al., 2012)에서 얻을 수 있다.
4.5.5 빙정핵입자(INP)
얼음입자의 이질핵생성은 대기 중에 존재하는 빙정핵입자(ice nucleating particles, INP)로 인해 발생하며,
복잡한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지표면 강수에 영향을 미친다(Kanji et al., 2017). 그러나 빙정핵 입자 수 농
도는 거의 관찰되지 않으며, 이를 분석할 수 있는 기기도 별로 많지 않다. 빙정핵입자의 수 농도와 구성, 빙
정핵 생성능력 등을 포함한 주요 특성에 대한 정보는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로, 입자를 빙정핵입자로
만드는 특정 성질은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
빙정핵입자의 측정은 특히 구름 속의 빙정증식 과정 때문에 매우 어렵다. 그러나 연속 흐름식 확산 챔버
(continuous flow diffusion chamber)는 일관된 측정치를 산출할 수 있으며, 이외에 다른 기술들도 현재 개발
중에 있다(Cziczo et al., 2017; Garimeella et al, 2017).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 상태의 빙정핵입자 특성은 전
세계에서 체계적으로 관찰되지 않는 중요한 기후변수로 남아 있다.
DeMott와 Prenni(2010)는 빙정핵입자로 작용하는 에어로졸의 생물학적 원천을 문서화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에 산출된 일부 측정치를 보면(Twohy et al., 2010), 바이오매스(biomass) -연소 에어로졸 입
자는 다른 빙정핵입자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서 빙정형성 시 이에 관여할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저온 바이오매스 연소 시 발생하는 에어로졸이 빙정핵입자로서 작용하는데 특별히 효과적이지는 않
다는 Ardon-Dryer와 Levin(2014)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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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눈 화학 및 물리학
배경 에어로졸의 특성을 이해하고 구름 씨뿌리기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눈속의 미량화학물질을 관측하
는 방법도 적용해볼 수 있다. Warburton 등(1995)은 지상발생기에서 방출된 요오드화은이 구름에 적중되었
는지 확인하기 위해 씨뿌리기를 수행한 조건 및 씨뿌리기를 수행하지 않은 조건 모두에서 눈 속에 있는 은
의 농도를 측정했다. 이 연구진은 또한 씨뿌리기가 자연수준 이상으로 얼음 핵의 농도를 증가시켰다는 것
을 보여주기 위해, Chai 등(1993)의 기술을 사용하여 수동적 추적물질(인듐)에 대한 은의 비율을 측정했다.
지상의 눈을 대상으로 그 물리적 특성을 측정하는 것 또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측정은 구
름 씨뿌리기와 관련된 눈결정특성 및 밀도의 잠재적 변화를 조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Holroyd 등(1995)
은 유타주에서, 요오드화은 씨뿌리기로 인한 얼음 입자 수 농도 및 결정의 변화를 식별하기 위해 입자 이미
지 측정기를 사용했다.
4.5.7 새로운 기술
최근 일부 신기술이 구름 미세 물리적 관측을 위한 잠재적 기술로 제안되었다. 예를 들어, Axisa와
DeFelice (2016)는 특히 대류혼합형의 구름에서 무인항공기(Unmanned Aerial Vehicles, UAV) 및 관련기기를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운영의 효율성 및 측정의 정확성에 대해 논의했다. 무인 항공기는 상승기류, 액
체 수 함량, 구름 두께 및 운저고도와 같은 기본모수에 대한 물리적 측정을 기반으로 구름 영역 실시간 모
니터링을 용이하게 하고 구름에 씨뿌리기 물질을 적중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4.6 실험실 측정
4장은 인공증우 과학과 관련된 대기의 구름과 구름계의 특성 관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인공증
우가 분명 현장 활동이긴 하지만, 실험실에 기반 한 중요 관측 활동도 상당수 존재한다. 대류권 구름의 얼
음생성과 관련된 문제를 검토하면서, Cantrell과 Heymsfield(2005)는 구름 챔버의 적용이 빙정핵생성과 증
식을 이해하는데 유용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구름 챔버는 전 세계연구소에 계속 설치되고 있다. Chang 등
(2016)은 구름 챔버의 과거 적용사례들을 요약하고, 구름 미세물리에 대한 난류혼합 효과를 연구하는 챔버
를 도입했다. 이러한 시설은 물방울 성장의 주요과정인 응결에서 충돌-병합으로 이행하는 과정 등과 같은
구름미세물리의 몇 가지 두드러진 측면을 연구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된다.
구름 챔버는 구름응결핵과 빙정핵입자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에 특히 유용하다. Drofa 등(2010)은 큰 염 입
자의 유입으로 인해 수적 크기 분포가 큰물방울을 포함하도록 변화되는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 구름 챔버를
사용한다. Tajiri 등(2013)은 대기 중 구름형성과 관련된 단열 공기덩어리 조건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구름
챔버에 대해 기술하고, Tajiri 등(2015)은 흡습성 씨뿌리기 또는 빙정생성 씨뿌리기에 사용되는 다양한 물질
의 구름응결핵 및 빙정핵 입자 잠재력을 평가하였다.
청정실험실은 인공증우 프로젝트에서 눈 화학을 측정하기 위한 필수 구성요소이다. 미량의 화학물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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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가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모든 잠재적 오염원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실험실 연구
는 잠재적 구름 씨뿌리기 물질의 개발과 이러한 물질을 분산시키는데 사용되는 기술의 교정(calibration)에
있어서 필수적인 과정이다. 대기 중 에어로졸의 상호작용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화학조성 뿐만아니라 씨뿌
리기 입자의 크기와 수 농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필수적이다.

4.7 결론
최근 수 십 년 동안 구름에 대한 관측 및 이해를 지원하는 도구의 개발은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자연 상
태의 구름과 씨뿌리기된 구름의 특성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구름의 다양한 측면을 살펴보아야 한다.
인공 증우 프로젝트의 성공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는 예상 자연강수량보다 지상강수량이 높은지를 관측
하는 것이다. 강수량의 자연변동성은 증가된 강수량을 감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 된다. 이러한
감지는 공간적, 시간적 변동성이 모두 높은 대류성 구름계에서 특히 어려운데, 이는 씨뿌리기로 인한 강수
량 증가를 표시하는 상대적으로 작은 "신호"를 가릴 수 있는 상당한 "잡음"으로 작용한다.
우량계 네트워크는 일반적으로 지표면 강수량을 일관되게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측정값
은 겨울철 지형성 구름계에서 흔하게 보이는 바와 같이 강수가 눈의 형태로 발생할 경우 불확실성이 상당
히 클 수 있다. 강우계를 보완하고 공간적 시간적 범위를 확장하기 위해 기본 및 이중편파레이더의 적용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레이더는 지역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보정 되야 한다. 우적계는 레이더
보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구름계에서 레이더 및 기타 원격감지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은 복잡한 과정이다. 전체적인 종관환경 내에
서 개별 폭풍세포의 특성을 알아내고 추적하는 분석을 지원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시스템이 개발되고 있다.
원격 감지장비의 범위가 연직강우레이더, 휴대전화 네트워크, 급속스캔 위상배열레이더, 이동식 도플러레
이더 등을 포함하도록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모든 접근방식은 우량계 관측을 보완할 뿐만 아니라 강우성질
과 그 변동성에 대한 추가정보를 제공해준다. 항공기레이더와 라이다는 씨뿌리기 이전의 자연적인 환경과
씨뿌리기가 실시되는 환경모두를 대상으로 강수의 발전에 대한 시공간적 세부정보를 제공해 준다. 높은 공
간적, 시간적, 그리고 스펙트럼 해상도를 가진 차세대 지구 정지위성은 운정의 미세물리적 특성에 대한 일
관된 모니터링 기회를 열어주었다.
다양한 입자측정기를 통해 미세 물리적 특성과 에어로졸 특성에 대한 정밀한 현장관측이 이루어진다. 대
기 중 에어로졸크기 분포의 연직변화를 관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씨뿌리기된 에어로졸 입자의 크기분
포에 대한 표본추출은 또한 구름에 미치는 에어로졸 입자의 영향에 관하여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 혼합상 대류운에 대한 표본추출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는데, 이는 낮은 농도의 큰 물방울은, 거대
구름응결핵과 함께 구름이 강우로 발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근거가 더 많아졌기 때문이다.
혼합상 대기수상체 측정을 위한 세부적 품질관리가 과학적 연구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더욱이, 빙정핵
입자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현 상황에서 인공증우 과학을 근본적으로 뒷받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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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기후학적 관측 그리고 몇 가지 사례연구 관측이 필요하다.
실험실 연구는 자연적 빙정핵입자와 구름 씨뿌리기를 위한 인공적 빙정핵입자의 특성을 알아내고 개발하
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구름의 미세물리적 세부사항 그리고 미세물리와 동적혼합(dynamical mixing)사이
의 상호작용을 구름 챔버에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 특히, 응결에서 충돌-병합으로 이행하는 물방울 성장
과정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구름특성을 관찰할 수 있는 기술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에는 주기적으로 보정 및 유지
보수가 필요한 복잡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도 모두 포함된다. 이러한 작업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법을
개발하고 공유하기 위해 연구자간의 국제적인 협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공인된 국제적 모범사례를 향해 나
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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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연구름과 씨뿌리기된 구름의 모델링
5.1 서론
자연강수량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지표면 강수에 대한 씨뿌리기 효과를 통계적 방법으로 평가하기 위
해서는 표본수가 많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Dennis, 1980). 최근 컴퓨터 기술과 수치모델의 성능 향
상과 함께 수치모델을 이용한 씨뿌리기 효과의 정량적 평가는 점차 현실적이고 효율적이 되고 있다. 수치
모델은 또한 씨뿌리기 능력 평가, 최적의 씨뿌리기 방법 개발, 목표지역의 물리적 강수예측변수를 이용한
효율적인 통계평가 방법 등 인공증우와 관련된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필수 도구가 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주로 Oville(1996)의 기상조절구름모델링에 대한 검토논문과 국가연구위원회(2003)가 발표한
“기상조절 연구에 관한 핵심 사안” 보고서를 토대로 인공증우 분야의 수치모델을 사용하여 최근 연구경향
을 살펴본다.

5.2 기상조절에 사용되는 수치모델
5.2.1 모델 구조의 유형
구름 물리학과 기상조절 연구 분야에서 여러해 동안 여러가지 유형의 수많은 수치모델이 사용되어 왔다.
모델은 0, 1, 2, 3차원으로 분류되었고, 시간 의존형 모델 또는 정상상태 모델로 분류된다. 구름 미세물리
와 역학간의 연동(coupling) 측면에서도 모델이 분류된다. 기류와 같은 종속 변수가 규정되어 있는 비연동
(uncoupled)운동학적 모델은 과거에는 연동모델(Orville, 1996)에 비해 미세물리를 보다 세부적으로 다루었
지만, 컴퓨터의 급격한 성능향상에 따라 최근 연구에서는 주로 완전 연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Flossmann와 Wobrock(2010)이 정리한 바와 같이, 구름덩이(parcel)모델 역학 및 1.5D 모델의 과포화 영역
의 기하학적 구조는 일반적으로 너무 균질적이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러한 문제는 가시(visible)구
름의 많은 부분이 불포화(subsatureated)상태에 있을 수 있으며, 상승기류와 하강기류가 모든 고도에 나란
히 존재하는 2차원 및 3차원 모델을 사용하여 해결한다. 게다가 단순한 동적 구조에서 최대 과포화 값은 일
반적으로 매우 높다. Stevens 등(1998)이 언급한 바와 같이, 2차원 모델은 복잡한 구름구조를 왜곡하기 때
문에, 결과적으로는 완전한 3차원 시뮬레이션만이 실제 현장 결과를 재현할 수 있다(예 : Leroy et al., 2009;
Planche et al., 2010). 오직 3차원 시뮬레이션만이 구름에 있는 대형 불포화 영역의 존재와 대기수상체의 영
구적인 핵생성 및 비활성화(deactivation) 과정을 확인하고,가장 가능성이 높은 과포화는 초기 에어로졸 입
자집단에 따라 변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Planche et al., 2010).
단순화된 역학관계는 민감도 연구 또는 과정 연구에 편의상 사용될 수 있지만, 이를 통해 정량적으로 정
확한 결과를 얻어낼 수는 없다.
1, 2, 3차원 시간 의존형 모델을 사용한 구름 씨뿌리기에 대한 수치실험은 각각 1950년대 말, 1970년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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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1980년대 중반에 시작되었다. 둥지격자 영역(nested domain), 대규모 강제력(forcing) 및 정교한 미세물
리적 체계를 사용하는 완전 3차원 모델 시뮬레이션은 컴퓨터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진 지난 세기에 들어서
야 사용이 가능해졌다(Hashimoto et al. 2008 참조). 이 모델만이 구름 씨뿌리기에 대한 신뢰성 높은 결과를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이전에 적용된 단순 접근법도 검토의 완성도를 위해 이곳에 함께 소
개되어 있다. 이전 모델은 민감도를 높이는데 사용될 수 있지만, 역학을 단순화시킴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씨뿌리기의 영향을 과도하게 예측하는 경향이 있다.
공기괴 모델 또는 박스 모델로 불리며 사실상 라그랑지안(Lgrangian, 라그랑주 함수)인 0차원 모델은 에
어로졸 입자로부터 구름입자가 생성되는 과정(구름응결핵과 빙정핵입자와 같은 에어로졸 입자의 활성화와
그에 따른 확산 성장)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 구름덩이 모델의 특성(0차원)으로 인해 강수입자가
낙하하는 동안 다른 대기수상체와 상호작용을 나타내기에는 적절하지 않지만, 강수입자 형성의 초기 단계
까지 입자 성장을 시뮬레이션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모델이다. 인공증우에 대한 최근 연구에서 이러한 공기
괴 모델은 주로 흡습성 씨뿌리기의 영향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었다.
운동학적 모델이라고도 불리는 정상상태 모델은 구름 내부 및 외부의 기류 구조를 제공하는 틀이다. 이 모
델은 원래 여러 구름-분석 모델과 수치기상예측 모델에 사용되는 구름 미세물리 모수화를 비교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1차원 및 2차원 운동학적 모델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면 1차원 운동학적 드라이
버 모델(KiD, Shipway and Hill, 2012)과 온난구름을 테스트하기 위한 2차원 운동학적 모델 (Szumowski et al.,
1998)이 이에 해당한다. 이 모델에는 시간에 따른 기류 구조의 변화가 기술되어 있으며 구름 미세물리 과정
을 통한 잠열방출 및 대기수상체의 첨가가 흐름장에 미치는 영향은 고려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모델은
종종 “비연동(uncoupled)" 운동학적 모델이라고 불린다.
이 모델에는 벌크(bulk)구름 미세물리 체계 뿐만아니라 에어로졸 입자를 포함한 세부 수준의 빈(bin) 스펙
트럼 구름 미세물리 체계도 통합되어 있다. 특히, 구름응결핵의 활성화와 그에 따른 확산 성장으로 인한 입
자크기 분포의 변화는 일반적인 비정역학 모델(non-hydrostatic model, NHM)에 통합되어 있는 벌크 구름
미세물리 체계보다 정상상태 모델에서 더 정확하게 계산될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델은 흡습성 씨뿌리기
가 지표면 강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데 사용된다(Kuba and Murakami, 2010).
과거에는 벌크 또는 빈(bin) 스펙트럼 구름 미세물리체계에 대한 모수화를 축대칭 비정역학 모델 또는 2차
원 비정역학 모델에 통합함으로써 단일구름에 대한 수치적 씨뿌리기 실험이 수행되었다. 그러나 최근의 구
름씨뿌리기 시뮬레이션은 여러구름(즉, 구름계)을 대상으로 국지적인 3차원 비정역학모델을 사용하여 수행
되었다. 지형을 고려하고 부모모델(parent model)의 예측결과 또는 객관적 분석데이터를 초기 조건 및 경계
조건으로 간주함으로써 현실적인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졌다.
구름 미세물리 모수화의 경우, 벌크 과정 또는 빈 스펙트럼 체계가 채택되었고 일부 모델에서는 구름응결
핵 또는 빙정핵입자의 역할을 하는 에어로졸 입자가 명시적으로 처리되었다. 단, 이 모델의 공간 해상도는
1km 또는 수백 미터인데 씨뿌리기 물질의 초기 공간 범위(10m)에 비해 너무 간격이 넓기 때문에 씨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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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의 이류및 확산은 과대평가 되는 경향이 있다. 비정역학 모델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최근에는 대형
와류 시뮬레이션(large eddy simulation, LES) 모델이 인기를 끌고 있다.
LES모델은 공간 해상도가 수십 미터이고 3차원적 등방성 격자체계를 가지며 난기류 구조를 소규모로 분
해할 수 있다. 벌크(bulk) 형식의 미세물리적 모수화 외에도, 구름응결핵 또는 빙정핵입자로서 작용하는 에
어로졸에 대한 예측변수를 포함하는 모수화와 빈(bin) 형식의 미세물리적 모수화가 통합되어 있는 모델이
있다. 그러나 모델이 점차적으로 복잡해지면서 대용량의 메모리와 계산 시간이 요구된다.
최근에는 미세물리와 역학(3차원비정역학 모델)을 연동하여 적용한 3차원 시간 의존형 모델이 점점 인기
를 얻고 있지만 다양한 종류의 수치적 모델(2차원 비정역학 모델, 운동학적 모델, 공기괴 모델 등)은 다양한
방면의 인공증우 연구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5.2.2 구름 미세물리학
현재 구현되는 구름 미세물리적 모수화는 수치적 씨뿌리기 실험의 정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인공증우 연구의 관점에서 볼 때 이는 중요한 과정이다. 현재 비정역학 모델과 연동하여 다양한 구
름 미세물리적모수화가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벌크(bulk) 구름 미세물리적 모수화에서 대기수상체는
구름물(구름방울), 비, 구름얼음(빙정), 눈, 그리고 일부 모델의 경우 우박의 범주로 분류되고, 이러한 대기수
상체의 입자크기 분포는 역지수 함수 또는 감마함수로 추정하며, 각 범주에 대해 입자 총 질량의 변화(단일
모멘트의 벌크 미세물리체계와) 또는 총 입자질량 및 총 입자수의 변화(이중 모멘트의 벌크 미세물리체계)
가 예측된다. 0차 및 3차 입자크기 모멘트 뿐만 아니라 2차 또는 6차 입자크기 모멘트가 예측된 삼중 모멘
트 벌크 미세물리체계는 일부 연구에서 감마 분포의 모양모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다(Milbrandt and
Yau, 2005; Loftus and Cotton, 2014; Chen and Tsai, 2016; Lompar et al., 2016). 빈(bin) 스펙트럼 미세물리적
모수화에서는 각 입자 범주에서 입자크기의 범위가 다시 수십개의 입자로 이루어진 (입자크기) 범주로 나
뉘며 각 크기 범주에서 입자수의 변화(단일 모멘트의 빈 스펙트럼 미세물리체계) 또는 입자 질량 및 입자수
의 변화(이중 모멘트의 빈 스펙트럼 미세물리체계)가 계산되고, 입자크기 분포의 변화가 세부적으로 시뮬
레이션 된다. 현재, 에어로졸 입자에 대한 빈(bin)-분해 해석을 포함하는 빈(bin) 미세물리 모델도 존재한다
(Khain et al., 1999; Yin et al., 2000a; Flossmann and Wobrock, 2010). 이러한 모델은 대기 중 에어로졸 모집
단에 대한 물방물 및 얼음입자의 핵생성을 명시적으로 고려하고 다양한 오염 조건에서 다양한 구름을 시
뮬레이션한다(Leroy et al., 2009; Planche et al., 2010). 최근에는 다양한 빙정핵입자 모드에 따른 얼음입자의
핵생성도 고려되었다(Hiron and Flossmann, 2015).
구름 미세물리 모수화는 구름물과 비 사이에 이슬비 범주를 추가함으로써 구름물에서 비로의 전환(빗방
울 형성과정)을 보다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개발되었다(Saleeby and Cotton, 2004). 이러한 유형의 미세
물리모수화는 흡습성 씨뿌리기 물질에 포함된 거대 및 초거대 흡습성 입자로부터 직접 빗방울 배아 형성과
정을 시뮬레이션하는 데 유용할 수도 있다. 모수화는 또한, 강수입자를 액체수로 구성된 비와 고체수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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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된 눈 / 싸락눈 / 우박(얼음)으로 분류하는 대신, 강수의 액체수와 고체수 구성요소에서 나타나는 각기 다른
거동을 예측하기 위해 개발되었다(Ferrier, 1994).
또한 최근에는 4개의 적절한 얼음 예측변수(총 질량, 착빙 질량, 착빙 부피, 수농도)를 사용하여 단일 얼음
상대기수상체 범주에 대한 다양한 얼음입자의 특성을 예측하는 벌크 미세물리 체계가 새롭게 개발되었다.
수치대기모델에서 미세물리 과정을 표현하는 체계(scheme)의 개발에 있어서 큰 진전이 이루어졌다. 그러
나 모델에서 미세물리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은 아직 과제로 남아있다.
Jensen과 Nugent(2017)에 따르면, 응결현상이 우세하긴 하지만 병합이 시작되는 영역이기도한 운저 주변의
구름입자 성장은 복잡한 3차원 모델에서는 포착되기 어렵다. 심지어 빈 그룹 간의 상호작용이 크게 증가하
는 빈(bin)-미세물리 체계에 대한 난관도 존재한다. 아마도 가장 우려되는 문제는 모델에서 선택한 미세물리
체계가 구름 형태학과 강수 분포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하는 연구의 수적 규모일 것이다.
예를 들어, White 등(2017)에 따르면 미세물리 체계를 바꾸어서 생긴 구름 특성의 차이는 에어로졸 차이와
관련된 운저 주변의 대기구름방울 수 농도의 요란(perturbation)으로 인해 생긴 구름 특성의 차이보다 크다.
예상된 결과였지만, 직접 계산을 하지 않고 벌크모수화를 통해 크기 분포를 추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
면, 이러한 결과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미세물리 모수화를 찾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
다.
5.2.3 씨뿌리기 체계
수치모델에 사용되는 씨뿌리기 체계는 1세대, 2세대 및 3세대 씨뿌리기 범주로 분류된다. 이 용어는 모델
에서 구름 씨뿌리기가 시뮬레이션 되는 방식을 나타낸다. 1세대, 2세대 및 3세대 씨뿌리기 체계는 임의로
정해진 온도에서 과냉각수를 얼음으로 변화시키고, 그 영역에 임의적으로 빙정을 추가하여 더 많은 얼음을
생성하고, 씨뿌리기 물질이 적중되는 구역을 시뮬레이션하며, 씨뿌리기 물질이 구름 및 강수 구역과 각각
상호작용하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Orville, 1996).
인공증우 연구에서 드라이아이스와 같은 냉각제와는 별도로 인공 빙정핵입자와 인공 구름응결핵을 구름
씨뿌리기 물질로서 구름에 투입하여 구름의 미세구조를 변화시키는데, 이 때 강수과정의 조절을 통해 강수
량 증가가 결정된다. 따라서 수치모델에서 에어로졸 입자를 구름응결핵과 빙정핵입자로 취급하는 것이 매
우 중요해진다.
구름응결핵으로 작용하는 에어로졸 입자에 대한 예측변수를 가진 모델은 1980년대에 에어로졸 간접효
과 연구를 통해 개발되기 시작했고(Warner, 1973; Takeda and Kuba, 1982; Johnson, 1982; Flossmann et al.,
1985). 이러한 에어로졸 체계는 인공증우 연구 분야에서 2000년 초부터 2차원 비정역학 모델에 적용되었다
(Yin et al., 2000a). Feingold 등(2009)은 에어로졸이 구름과 강수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 수치모델의 역사를
상세히 논평하였다.
반면, 예측변수로서 빙정핵입자(요오드화은) 역할을 하는 에어로졸 입자를 다루는 모델은 1980년대 이후

64.

5. 자연구름과 씨뿌리기된 구름의 모델링

구름 씨뿌리기 연구에 사용되었다.
드라이아이스 씨뿌리기와 관련하여 씨뿌리기 효과를 평가하는 간단한 방법은 연직 씨뿌리기 커튼
(curtain)을 도입하는 것인데, 이 커튼은 드라이아이스 알갱이의 씨뿌리기 속도 추정값과 항공기 비행속도
에 기반하여 수 농도를 계산할 수 있는 빙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1990년대 후반, 일부 모델은 알갱이(pellet)
형태 드라이아이스의 질량 농도에 대한 예측변수로서 알갱이 형태 드라이아이스의 크기를 가정하여 대기
중 승화율을 계산했고, 1g의 알갱이 형태 드라이아이스가 낙하 중 구름 내에서 승화될 때 1013개의 구름
얼음입자가 생성된다는 가정하에 구름 얼음의 생산율을 계산했다. 구름 내 드라이아이스 알갱이의 승화에
따른 빙정의 생산율은 Fukuta 등(1971)의 실험결과에 기초한다.
드라이아이스 알갱이의 항공기 씨뿌리기는 사실적으로 시뮬레이션 되었다(예 : 8자 모양 패턴 또는 다른
패턴으로 비행하는 항공기에서 드라이아이스 알갱이 전달)(Hashimoto and Murakami, 2016).
항공기를 이용한액체 이산화탄소 씨뿌리기를 다루는 수치적 시뮬레이션이 수행되었다(Guo et al., 2006;
Seto et al., 2011). 이 씨뿌리기 체계에서는 액체 이산화탄소의 질량을 예측변수로 직접 처리하기 보다는 격
자 상자(grid box)에 전달되는 액체 이산화탄소의 질량을 액체 이산화탄소의 씨뿌리기 속도, 비행코스, 씨뿌
리기 항공기의 속도, 구름 얼음에 기반하여 계산한다. 구름 얼음의 수 농도는 1g의 액체 이산화탄소가 구름
내에서 증발하는 동안 1,013개의 빙정이 생성된다고 가정한 뒤 격자상자 속 액체 이산화탄소의 질량으로부
터 추정한다.

5.3 흡습성 씨뿌리기
5.3.1 단순화된 동적 프레임워크를 이용한 모델 연구
위에서 언급했듯이 공기괴 모델은 구름의 형성기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과정들을 연구하는 데 유용
하다. 그 과정의 역학이 단순하기 때문에, 정교한 빈미세물리 체계는 자연적 미세물리 체계를 가진 흡습성
씨뿌리기 물질 입자들에 대한 상호작용 연구와 쉽게 연동될 수 있다(Cooper et al., 1997; Caro et al., 2002;
Segal et al., 2004; Yamashita et al., 2015). 이러한 연구결과는 또한 초미세(submicron) 크기의 흡습성 입자
가 구름 씨뿌리기로 인해 빗방울 형성을 촉진하게 되는 효과는 마이크로 크기의 흡습성 입자에서 나타나는
구름 씨뿌리기의 효과보다 미미하거나 부정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공기괴 모델은 실제 구름의 미세물리적 및 역학적 특성을 나타내는데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
는 정교한 빈 스펙트럼 미세물리 체계를 가진 다차원 모델을 사용하여 검증되어야 한다.
Kuba와 Murakami (2010, 2012)는 라그랑즈식 구름응결핵 활성화 모델, 반(semi) 라그랑즈식 물방울 성장
모델, 그리고 물방울의 이류 및 침강작용에 대한 오일러식 공간 모델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구름 미세물리
모델을 사용하여 따뜻한 비 구름에 대한 흡습성 씨뿌리기의 영향을 조사했다.
이들의 연구 결과는 수적크기분포의 확장(더 큰 물방울의 생성)은 지표면 강수의 발생을 가속화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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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강수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흡습성 씨뿌리기를 통한 구름 물방울 수 농도가 감소(평균 물방울 크
기의 증가)해야 함을 보여주었다.
5.3.2 2차원 및 3차원 비정역학 모델
Yin 등(2000a)은 남아프리카의 흡습성 연소탄씨뿌리기가 대류성 구름의 강수량 증가에 미치는 영향
을 평가하기 위해 따뜻한 미세물리 과정과 차가운 미세물리 과정을 상세히 다룬 2차원 평판-대칭(slabsymmetric) 비정역학 구름모델을 사용하여 수치 시뮬레이션을 실시했다.
이 연구는 또한 단순화된 역학연구에서 도출된 결과와 마찬가지로, 전체 스펙트럼에서 가장 효과적인 입
자는 1μm 이상의 반경을 가진 입자, 특히 10μm보다 큰 입자였으며 1μm 보다 작은 입자는 강우 발달에 항
상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하였다. 온난구름에 대한 흡습성 씨뿌리기와 관련하여 초기 구름방울 크
기 분포의 조정과 그에 따른 강수(구름 미세물리과정을 통해 형성)의 변화를 공기괴 모델과 일부 운동학적
모델을 사용하여 조사할 수 있었다. 이러한 모델들은 구름응결핵으로 작용하는 흡습성 입자의 팽창, 활성화
그리고 그 후 바로 이어지는 확산성장(즉, 씨뿌리기 에어로졸과 구름응결핵으로 작용하는 배경 에어로졸 간
의 경쟁적 응결성장)에 대해 다루고 있다.
그러나, 통상적인 빈 스펙트럼 구름 미세물리 모수화가 통합되어 있는 3차원 모델의 경우, 성긴 시간단계
(time step)로 인해 한 시간단계 동안 최대 예상 과포화 상태가 진단되며, 구름 물방울은 과포화시 활성화 될
에어로졸 입자 수를 기반으로 생성된다. 이러한 이유로, 3차원 비정역학 모델은 배경 에어로졸과 씨뿌리기
에어로졸 간의 경쟁적 응결 성장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한다. 없다. 구름응결핵으로 작용하는 에어로졸 입
자에 대한 예측변수를 갖는 빈 스펙트럼 미세물리 모수화를 이용하는 비정역학 모델이 존재하지만, 높은 시
뮬레이션 비용으로 인해, 이러한 3차원 모델을 적용한 흡습성 씨뿌리기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거의 수행
되지 않았다. 대류 혼합상 구름의 흡습성 씨뿌리기에 대한 연구도 수행되지 않았다.
운동학적 모델의 결과에 따르면, 흡습성(소금, 마이크로파우더) 씨뿌리기에 의한 강우량 증가가 기본적으
로 구름 물방울 수 농도의 감소(평균 물방울 크기 증가)와 이에 따른 충돌-부착 과정의 강화에서 기인하므
로, 강우량의 증가는 일반적으로 빈(bin) 스펙트럼 미세물리모수화를 이용하여 평가할 수 있고, 만일 흡습성
씨뿌리기로 인한 구름 물방울 수 농도의 감소가 정확하게 예측될 수 있다면 벌크(bluk) 미세물리모수화를
사용하여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흡습성 연소탄을 이용한 씨뿌리기의 경우, 활성화된 구름응결핵의 수 농도(구름방울의 수 농도)가
증가하면 이와 동시에 더 큰 크기의 구름방울의 수 농도 또한 증가한다고 보고 되었다. 그 결과, 총 지표면
강우량이 증가하지 않거나 약간 감소한 상태에서도 큰 물방울의 부착성장(빗방울 배아 효과)으로 인해 지
표면 강우의 시작이 가속화 된다. 또한 좀 더 초기에 지상에 도달하는 강수와 구름 내외부 기류 사이의 상호
작용이 2세대 대류성 구름의 형성을 촉진할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
흡습성 연소탄(flare) 및 염화나트륨 미세분말 이외에도, 연소제 및 고결방지제(anti-caking agent) 등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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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씨뿌리기 물질 또는 이로부터 생성된 입자가 구름응결핵 및 빙정핵입자로 작용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된 바가 없다. 또한 이러한 입자들이 구름의 미세물리 구조에 미치는 영
향도 알려져 있지 않다.
5.4 빙정생성 씨뿌리기
5.4.1 요오드화은 씨뿌리기
1980년대 초부터, 200m의 격자 간격을 갖는 19.2kmⅹ19.2km 넓이의 영역에 대한 2차원 시간 의존형 구
름모델을 통해, 강한 대류성 구름에 대한 요오드화은(Agl) 씨뿌리기의 효과가 연구되어 왔다(Hsie et al.,
1980). 이 모델은 씨뿌리기제(seeding agent)를 추적하는 데, 이러한 물질은 흐름장(flow field)을 따라 이류
및 확산하며 접촉핵형성 및 침적핵형성을 통해 과냉각된 구름 영역과 상호작용한다. Levin 등(1997)은 요오
드화은 씨뿌리기가 강수량을 증가시킬 가능성을 보여주었는데, 이때 최적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적절한
양의 씨뿌리기제를 적절한 지역으로 적절한 시간에 분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Farley 등(1994)은 3차원 시
간 의존형 구름모델에 요오드화은 씨뿌리기 체계를 구현하였고 두꺼운 대류성 구름에 대한 요오드화은 씨
뿌리기의 효과를 조사했다.
Meyers 등(1995)은 요오드화은 입자에 대한 실험연구를 기반으로 씨뿌리기 체계를 개발했다(DeMott,
1995). 이 체계는 공기중의 요오드화은 입자를 예측변수로 취급하며, 네 가지 얼음 핵형성 메커니즘을 통
해 요오드화은 입자에 의한 얼음 형성을 명시적으로 보여준다. 이 체계는 1986년 12월 18일에 지역 대기
모델링 시스템(RAMS)을 사용하는 시에라 협력 시범 프로젝트(SCPP)에서 특정 에어로졸로 씨뿌리기된 환
경에서 발생한 지형성 강수를 시뮬레이션 하는 데 적용되었다. 이 시뮬레이션은 큰 강수 부족이 없었기 때
문에 강수효율의 증가로 인공증우가 발생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유형의 요오드화은 씨뿌리기 체계는
대류성 구름과 지형성 구름에 대한 요오드화은 씨뿌리기의 효과를 조사하는 데 사용되어 왔다(Curic et al.,
2007; Chen and Xiao, 2010 등).
모든 사례에서, 모델의 운정이 -10°C 수준을 통과할 때 가장 강력한 상승기류 영역에 씨뿌리기를 실시하
였으며 이는 상당한 효과(20-30%)를 나타냈다
Hashimoto 등(2008)은 일본 기상연구소의 비정역학 모델(MRI-NHM)용으로 요오드화은 씨뿌리기 체계를
개발했는데, 이 체계는 공기 중 요오드화은 뿐만 아니라 수상체 내 요오드화은도 추적한다는 점을 제외하
고는 Meyer(1995)의 체계와 유사하다. 따라서 잠입동결(immersion freezing)에 의한 핵생성과정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정확하게 시뮬레이션될 수 있다.
또한 이 체계는 기상 연구 및 예측(WRF) 모델의 Thompson 미세물리모수화를 이용하여 구현되었으며 이
상적인 지형성 구름에 대한 요오드화은 씨뿌리기의 효과를 조사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민감도 테스트 결과
에 따르면, 시뮬레이션된 항공기 씨뿌리기에서 침적(deposition)이 요오드화은의 가장 주요한 핵형성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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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지상 씨뿌리기에서 가장 활성화된 모드는 잠입동결(immersion freezing)로 나타났다. 침적 및 응결
동결(condensation freezing) 또한 지상 씨뿌리기에 중요하다(Xue et al., 2013a). 최근 지형성 구름의 요오드
화은 씨뿌리기를 조사하기 위해 요오드화은 씨뿌리기의 이러한 체계가 많은 연구에서 사용되었고, (Xue et
al., 2013b; Xue et al., 2014; Chu et al., 2014; Hashimoto et al., 2015; Chu et al., 2017a, b; Xue et al., 2017), 대
부분은 대형 와류 시뮬레이션(LES)모드에서 기상 연구 및 예측(WRF)모델을 사용하였다.
Xue 등(2013b)은 이 모델을 사용하여 2010년과 2011년 겨울에 미국 아이다호주 남부의 지형성 구름에 대
한 지상 및 항공기 기반 요오드화은 씨뿌리기를 시뮬레이션 한 결과 항공 씨뿌리기가 일반적으로 지상 씨
뿌리기보다 효율적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이러한 효율성은 국지적인 기상 상태에 따라 다르며 자연강수효율과 역비례 관계를 가진다는 것
을 발견했다.
Chu 등(2014, 2017a, 2017b)과 Xue 등(2016)은 다양한 대기조건에서 지형성 구름을 시뮬레이션하였고, 지
형성구름에 대한 지상기반 요오드화은 씨뿌리기의 효과를 대형 와류 시뮬레이션(LES) 모드에서 기상 연구
및 예측(WRF) 모델을 적용하여 조사하였다. 그들은 관측된 스톰(storm) 구조와 씨뿌리기가 레이더 반사도
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100m LES 결과를 검증했다. 또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상 발생기를 이용한 씨뿌리
기 물질의 분산은 바람시어(shear)로 인한, 특히 열적 불안정성으로 인한 난류혼합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씨뿌리기의 효과는 씨뿌리기 물질의 연직 분산에 의해 제한된다.
씨뿌리기는 지형성 구름의 역학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강수량의 증가는 씨뿌리기 물질로부터 생성
된 빙정에 수증기가 침적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Geresdi 등(2017)은 빈(bin) 미세물리 체계와 2차원 비정역학 모델(즉, 기상 연구 및 예측 모델, WRF)을 적
용하여 이상적인 조건을 갖춘 지형성 구름에 대한 빙정생성 씨뿌리기가 강우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
다. 요오드화은 입자들은 공기 중에서뿐만 아니라 물방울에서도 추적되어 잠입동결 (immersion freezing)에
의한 핵형성을 적절하게 시뮬레이션할 수 있었다. 이 연구진은 (빈 미세물리보다 처리하기가 좀 더 수월하
고 간단한) 벌크(bulk)모수화를 통해 자연구름 및 씨뿌리기된 구름과 관련된 모든 미세물리 과정을 표현할
수 있음을 발견했다.
또한, 이러한 모델링 결과는 층운 지형성 구름이 있는 안정된 조건에서 운정온도가 약 25℃ 보다 높다면
항공 씨뿌리기를 통해 강수량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동일한 조건에서, 지상 씨뿌리기는 효과가 없
음). 강수량 증가는 수증기가 빙정핵입자에 침적함에 따라 얼음 입자가 성장하게 되는 현상으로 인해 주로
발생한다. 대류성 구름의 경우, 씨뿌리기 영향은 구름응결핵과 빙정핵입자의 배경 농도에 민감한 것으로 확
인되었다. 대류성 구름의 경우, 강수량 증가에 있어 결착(riming)과 침적 모두 중요하다. 여기에서 발견된 핵
심 내용은 층운형 구름과 대류성 구름, 두 경우 모두 씨뿌리기의 효과는 구름의 자연 강수효율과 반비례한
다는 것이다. 특히, 자연 강수효율이 약 70% 미만일 경우, 강수량이 10% 이상 증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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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드라이아이스 씨뿌리기
1980년대에 수치 구름모델의 드라이아이스 씨뿌리기 시뮬레이션을 위한 체계가 개발되어 대류성 구름에
적용되었다(Kopp et al., 1983). 이 모델에서 드라이아이스 알갱이는 예측변수로 취급되며, 빙정생성은 구름
내의 드라이아이스 알갱이 승화율을 기반으로 시뮬레이션된다.
Murakamia 등(2007)은 일본 중부지역에서 지형성 구름의 드라이아이스 씨뿌리기를 시뮬레이션하였고,
단순한 드라이아이스 씨뿌리기 체계를 가진 2차원 비정역학 모델을 사용했는데, 미리 지정된 얼음 농도로
씨뿌리기 커튼을 도입하여 씨뿌리기 효과를 표현했다.
Hashimoto 등(2008)은 3차원 비정역학 모델을 위한 드라이아이스 씨뿌리기 체계를 개발했다. 드라이아이
스 알갱이를 예측변수로 다룬다는 점과 구름의 드라이아이스 알갱이가 승화되는 동안의 빙정 형성 과정은
Kopp 등(1983)의 체계와 동일하지만, 항공기로부터 드라이아이스 알갱이를 뿌리는 것은 현실적이면서도
정확하게 시뮬레이션될 수 있다. 이 모델을 사용하여 드라이아이스 씨뿌리기가 집수역(catchment)에서 계
절에 따른 강설량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였다(Hashimoto et al., 2015)
5.4.3 액체 이산화탄소 씨뿌리기
액체 이산화탄소를 사용한 구름 씨뿌리기는 Guo 등(2006)에 의해 처음 수치적으로 시뮬레이션 되었다.
이를 위해, 연구진은 액체 이산화탄소와 요오드화은을 이용하여 얇은 대류성 구름에 씨뿌리기 하는 것을
비교하였고, 대기 온도가 0℃에서 영하 5℃ 사이일 때 액체 이산화탄소가 요오드화은보다 구름 씨뿌리기에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Seto 등(2011)은 일본해 상공의 얇은 동절기 대류운에 대한 액체 이산화탄
소 씨뿌리기를 시뮬레이션했고, 이 모델의 결과를 실제로 씨뿌리기된 구름의 레이더 관측결과와 비교하였
다. 요오드화은 씨뿌리기의 경우, 최신 실험결과를 토대로 모델에 통합된 씨뿌리기 물질의 구름응결핵 및
빙정핵입자 기능에 대한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중요하다. 액체 이산화탄소와 같은 액체 냉각제(liquid
cooling agent)를 사용한 수치 시뮬레이션의 경우, 단위 질량의 냉각제가 구름에서 기화되었을 때 생성된
빙정의 수를 재조사해야 한다.
특히 액체 이산화탄소는 넓은 영역으로 확산되기 전에 매우 빠르게(1초 정도) 끓으며 증발하기 때문에, 단
위 공간부피당 기화량은 드라이아이스 알갱이보다 훨씬 더 커지게 된다. 따라서 이산화탄소의 증발량으로
부터 계산된 엄청난 빙정의 생성량과 초기 성장에 필요한 여분의 수증기량이 실제로 씨뿌리기된 구름에서
확보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높은 빙정 형성률에 대한 조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새로 응결된
빙정을 위한 여분 수증기의 이용 가능 여부는 중요한 사안이 될 수 있다. 또 다른 문제는 구름 속의 액체 이
산화탄소가 기화되는 중에 생성된 빙정의 수이다. 드라이아이스 기화와의 유사성을 토대로 액체 이산화탄
소 1g당 1,013개의 얼음 결정체를 생성한다고 추정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보고된 실험결과가 없다.
드라이아이스 씨뿌리기와 액체 이산화탄소 씨뿌리기의 상대적 효과와 관련하여, 액체 이산화탄소를 이용
한 씨뿌리기는 원래 지상에서 수행될 수 있는 과냉각 안개확산 기술로서 개발되었기 때문에, 액체 이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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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씨뿌리기가 대류성 구름에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상대적
으로 정적인 과냉각 구름층에서 조차 액체 이산화탄소 씨뿌리기가 드라이아이스 씨뿌리기 보다 뛰어나지
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자연의 과냉각 안개와 유사하다(Hashimoto and Murakami, 2016).

5.5 모델 검증 및 개선
인공증우 연구에 사용되는 모델뿐만 아니라, 수치예측과 일반 대기연구에 사용되는 모델에서도, 시뮬레이
션된 현상은 높은 정확도와 높은 재현 가능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씨뿌리기 효과와 같은 시뮬레이션 결
과는 이러한 모델을 사용하여 신뢰성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모델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된 기류 구조, 열역학 구조 및 구름 미세물리 구조에 관해서는 관측
치를 기준으로 모델의 재현성을 검증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모델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Ohtake et al., 2014;
Xue et al., 2014). 인공증우 연구에 사용되는 모델의 경우, 씨뿌리기로 유발된 구름 반응과 강수 반응에 대한
관측 결과를 기준으로 씨뿌리기 체계를 검증하고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4장에서 확인한 최신 기술을 사용하여 얻은 관측 결과는 수치모델을 검증하기 위한 유용한 데이터가 될
것이다. 씨뿌리기 체계는 씨뿌리기 물질의 특성화와 같은 실험결과에 근거해서 구성되어야 한다.

5.6 자료동화
최근 몇 년간 컴퓨터 기술의 현저한 진보로 수치 시뮬레이션의 정확도가 급격히 향상되었다. 그러나 초기
값에 포함된 오류와 불확실성 또는 각 수치모델의 편의(bias)로 인한 시공간적 예측 오류는 무시할 수 없다.
전 세계의 주요 예보센터는 지표면관측, 기상관측, 기상위성 자료 등에 자료동화를 적용하여 전구분석 자료를
생성하고, 또한 측풍장비, 레이더 및 지표 중규모망 관측자료를 자료동화하여 지역분석 자료를 생성한다.
따라서 초기 및 경계 조건인 전구 또는 지역분석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비정역학 모델을 실행하는 경우
종관규모 및 중규모 현상의 모델에 의한 재현성은 일반적으로 심각하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향후에 운영
예측모델의 정밀도가 향상된다면 수치적 씨뿌리기 실험에서 종관규모 / 중규모 현상의 재현성도 개선될 것
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단일구름 및 구름계의 시공간적 발달을 정확하게 재현하기 위한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재난예방
차원에서, 단시간에 폭우를 일으키는 구름계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 위상배열 레이더, 도플러 라이다,
복잡한 지표면 관측망을 이용한 자료동화가 시도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모델은 불확실성을 갖고 있으며, 실제로 씨뿌리기된 구름계와 구름 씨뿌리기에 대한
구름계의 반응을 수치 시뮬레이션으로 정확하게 재현하려면 많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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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예측 결과의 불확실성
수치모델링에서는 큰 진전이 있었지만, 인공증우와 관련된 모델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부 미해
결 과제가 남아 있다. Huang 등(2015)은 구름을 포함하고 있는 대기 경계층 구조가 수치 기상예측 모델에
서 잘 시뮬레이션 되지 않아 구름층의 열역학과 미세물리 구조 모두에서 계통적 편의(systemic bias)가 유발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5.2.2절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구름역학과 미세물리의 상호작용에 대한 불확실성으
로 인해 강수 시뮬레이션에서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야기된다. 모델 모수화 개선을 통해 감소시킬수 있는
이러한 계통적 불확실성은 관측 오차 및 알려진 모수들의 변화와 관련된 혼돈적(chaotic) 불확실성과는 별
개이다. 이러한 불확실성의 근원들은 현재 모두 앙상블 예측방법을 사용하여 관리된다.
5.7.1 초기 데이터 앙상블
자료동화 기술을 충분히 활용해도 현재로서는 해결이 불가능한 오류, 즉 초기 조건에 내재된 오류의 영
향을 평가하기 위해 초기 조건 섭동이 있는 모델을 실행하는 앙상블 예측(시뮬레이션) 방법이 주요 예보센
터에서 사용되고 있다. 인공증우 연구 분야에 앙상블 시뮬레이션 방법을 채택한 사례가 몇 건 있다. 그러나
구름계의 시공간적 발달과 초기 조건에 포함된 오류로 인한 예측오류의 상대적인 크기를 고려하는 것이 적
절할 것이다.
5.7.2 모델 앙상블
구름의 미세물리 구조와 강수를 재현하는 데 있어서의 정확성 그리고 그러한 구름에 대한 씨뿌리기 효과
에 관련하여서는 모델간의 다양한 구름 미세물리 모수화와 씨뿌리기 체계의 차이로 인해모델 성능에 큰 차
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여러가지 다른 모델을 사용한 다중모델 앙상블 시뮬레이션을 통해
결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5.8 기상조절 연구에서 수치모델의 이용
Orville(1996)은 이미 기상조절 연구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수치모델의 사용을 제안하였다(예, 가설 설정,
씨뿌리기 가능성 평가, 실험 설계, 운영상의 결정, 프로젝트 평가, 씨뿌리기 효과에 대한 이해). 그가 제안했
듯이, 수치모델은 최근 다양한 종류의 인공증우 연구와 응용에 적용된 바 있다. 대표적인 이용사례를 아래
에서 검토한다(6장과 비교).
5.8.1 현장 프로젝트 전
많은 경우에 수자원의 필요성(수요)에 따라 인공증우 프로젝트를 수행할 위치가 결정되었다. 그러나 인공
증우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운영상 이용가능한 관측데이터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와 더불어 추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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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수치모델을 사용하여 강수 및 구름 수분함량의 시공간적 분포(씨뿌리기에 적합한 구름 발생 빈도)를 조
사해야 한다(Ritzman et al., 2015). 또한, 인공증우 프로젝트 시행시 예상되는 강수 증가량을 평가하기 위해
수치적인 씨뿌리기 실험의 예비결과를 이용할 수 있다(Hashimoto et al., 2008).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인
공증우 프로젝트의 위치와 시기를 고려해야 한다.
5.8.2 현장 프로젝트 진행 과정 중
연구 캠페인 또는 운영 프로젝트 시행기간 동안 항공기 씨뿌리기 및 지상 씨뿌리기에 관련된 지침으로
서, 수치모델을 이용한 예측실험이 수행될 수 있다. 이때, 예측센터에서 제공하는 준(quasi)실시간 예측결과
를 초기 조건과 경계 조건으로 한다. 그리고 씨뿌리기 가능한 구름의 발생은 구름액체수량, 강수량, 운정고
도(운정온도) 및 운저고도에 따라 예측할 수 있다. JCSEPA, 와이오밍, 아이다호, UAE에서, 프로젝트 시행기간
동안 예측실험이 수행되었으며, 그 효과가 검증되었다(예, Hashimoto et al., 2017). 동절기 지형성 눈구름과
관련하여, 수치 씨뿌리기 효과에 대한 정보와 최적의 씨뿌리기 방법(씨뿌리기 위치 및 씨뿌리기 속도)은 시
뮬레이션 결과에 근거하여 사전에 결정되었다(Hashimoto et al., 2008). JCSEPA의 현장 캠페인 동안, 최적의
씨뿌리기 위치, 예상 강수량 증가, 씨뿌리기 적합성 순위에 대한 지침도 제공되었다(Murakami et al., 2011).
5.8.3 현장 프로젝트 후
현장 캠페인에서 얻은 관측데이터를 사용하여, 자연구름의 재현성 및 씨뿌리기 효과의 측면에서 모델의
성능을 검증하고 개선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모델이 매우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게 되면 이를 이용하
여 사계절 강수에 대한 씨뿌리기 효과를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지형성 눈구름을 대상으로 하는 인공증우 프
로젝트에서는 대기모델 결과를 눈쌓임 눈녹음 및 유출 모델(snowpack, snowmelting and runoff model)과
결합하여 봄부터 초여름까지 눈 녹은물을 통해 이루어지는 댐 물저장에 미치는 계절성 구름 씨뿌리기의 영
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씨뿌리기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수치모델의 예는 Cotton(2009)이 논의한
바 있다.
또한 계절 내내 적절한 구름에 씨뿌리기를 함으로써 자연적(대기 및 수문) 환경에 미치는 구름 씨뿌리기
의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목표지역(댐 집수유역) 이외의 영역에서 강수 또는
눈 두께에 미치는 구름 씨뿌리기의 영향을 평가할 수 있다.

5.9 결론 및 권고사항
최근 몇 년간 구름모델링은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다. 대규모 기류에 내재되어 있는 전체 구름계에 대
한 3차원 중규모 모델링은 새로운 표준이 되었고, 이는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기상 연구 및 예측(Weather
Research and Forecasting, WRF)모델과 같은 모델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델은 수치기
상예측(Numerical Weather Prediction, NWP) 모델에 의해 구동되며 모델의 격자중첩기능(nesting cap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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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통해 관심 지역을 확대하여 자세히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 여기서 모델의 격자 크기는 대형 와류
시뮬레이션(Large Eddy Simulation, LES) 값에 현재 근접해가고 있다. 게다가, 다중 모멘트 체계 또는 구간별
분해(bin-resolved) 체계가 이러한 역학과 결합되어, 구름계의 기능에 대한 흥미로운 정보를 제공해준다.
안타깝게도 미세물리 모수화의 변화에 따라 모델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주요
이유이다. 구름이 잔뜩 낀 대기경계층을 표현하는 것 또한 기상예측 모델에서 여전히 문제점으로 남아 있다.
• 따라서, 모델간 성능을 비교하고, 모델과 관측된 상황간 성능을 비교하는 모델 상호비교 프로젝트는 미세
물리 모수화와 경계층 모수화의 주요변수들을 이해하고 개선하며 모델 결과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데 가
장 중요하다. "피기배킹(piggybacking)" 방법(Grabowski, 2014, 2015)을 사용하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흥미
로운 통찰력을 더 얻게될 수 있다.
씨뿌리기 시뮬레이션 목적으로만 사용이 제한되는 대부분의 수치기상 예측 모델이 갖는 다른 주요 결함
으로는 이들 대부분이 물방울 및 빙정핵형성 시뮬레이션시 대기에 존재하는 배경 에어로졸들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상은 씨뿌리기 입자가 자연 입자의 영향을 치환(override)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측면인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두 에어로졸 집단 간의 경쟁이
시뮬레이션되어야 한다.
• 결과적으로, 씨뿌리기 에어로졸 입자들뿐만 아니라 예측변수로서 빙정핵입자 및 구름응결핵으로 작용하
는 대기 에어로졸 입자를 포함하는 수치모델의 개발 및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다양한 대기 에어로졸 입
자의 빙정증식 과정과 빙정핵형성 능력을 어떻게 모수화 하는 가는 시급한 당면과제이다.
게다가 대형 와류 시뮬레이션(LES) 해상도 사용이 가능해지더라도 수치기상 예측 모델이 모든 규모로, 특
히 대류성 구름에 대해 모든 관련 과정을 표현할 수는 없다. 우리는 여전히 모든 관련 과정을 물리적으로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으며 계산 자원(computational resources)은 현재 그 비용이 너무 높고 속도가
느려서 모든 규모에 대한 완전한 물리학적 설명을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이는 정확한 강우예보를 하는 인간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문제는 더 작은 시공간 규모
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심화된다. 현재의 강우 예측은 수십 킬로미터 혹은 수일 정도 규모의 강우 발생률을
추정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유용하지만 (지형적 장애 등과 같은) 외부의 강제력이 구름 위치를 고정시키
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확한 시간, 위치, 강우 강도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 현재의 예측
모델은 종관규모에서는 매우 유용하지만 역학, 미세물리학, 열역학을 구름의 특성과 강수 생성의 관점에서
국지적으로 해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 특히, 운저 근처 물방울 분포의 확산을 시뮬레이션으로 완벽 재현하는 빈미세물리 능력은 인공증우와 관
련된 모델링에 있어 확보해야 할 또 다른 과제이다.
빙정생성 씨뿌리기와 관련하여, 드라이아이스 씨뿌리기와 요오드화은 씨뿌리기에 대한 수치 모델링은 실현

.73

세계인공증우 활동에 대한 전문가 평가 보고서

가능한 수준에 도달했고 액체 이산화탄소 씨뿌리기에 대한 수치 모델링은 여전히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
• 구름에서 액체 이산화탄소가 증발하는 동안 생성된 빙정의 수는 실험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나, 이산화
탄소의 증발량 계산을 통해서는 엄청난 수의 빙정생성량이 도출되었는데, 이러한 빙정의 생성 및 초기 성
장에 필요한 여분 수증기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다.
이는 액체 이산화탄소는 큰 부피의 공기로 퍼지기 전에 빠르게(약 1초) 끓고 증발되기 때문에 공기의 단위
부피 당 증발량은 드라이아이스 알갱이의 증발량보다 훨씬 커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재검토될 필
요가 있다.
거의 모든 모델 시뮬레이션에서, 초미세(submicron) 크기의 흡습성 입자가 강우형성 촉진에 미치는 영향
은 마이크로 크기의 흡습성 입자가 미치는 영향에 비해 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따뜻한
구름에서 염미세분말(salt micro-power)씨뿌리기는 흡습성 연소탄 씨뿌리기보다 더 효과적이다. 그러나 지
표면 강우에 대한 흡습식 씨뿌리기의 효과는 구름의 유형과 씨뿌리기 물질의 유형에 따라 달라지며, 일관된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3차원 비정역학 모델을 이용한 흡습성 씨뿌리기에 대한 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않았으며 비정역학 모델에
서 사용되는 씨뿌리기 체계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 대규모 스펙트럼 또는 빈(bin) 스펙트럼 미세물리 모수화
와 3차원 비정역학 모델을 이용한 흡습성 씨뿌리기에 관한 연구는 구름응결핵으로 작용하는 배경 에어로
졸과 씨뿌리기 에어로졸의 경쟁적인 응결성장, 그리고 빙정핵입자로 작용하는 흡습성 씨뿌리기 입자의 활
성화에 관한 주제를 포함해야 하며, 이러한 연구는 속히 시행되어야 한다.
• 현재 요오드화은 씨뿌리기 체계는 1990년대의 실험결과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 이후로 에어로졸이 구름
응결핵 및 빙정핵입자로서 작용하는 기능에 대한 연구는 커다란 발전이 있었다. 요오드화은 또한 구름응
결핵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최근의 실험결과가 요오드화은 씨뿌리기 체계에 반영되어야 한다.
또한, 흡습성 씨뿌리기의 경우, 흡습성 연소탄의 연소물질에서 생성된 입자와 고결 방지제(anti-caking
agent)로 작용하는 염(salt)미세분말에 포함된 입자의 구름응결핵 및 빙정핵입자 기능을 고려해야 한다.
빙정생성 씨뿌리기(요오드화은, 드라이아이스, 액체 이산화탄소)와 흡습성 씨뿌리기(염미세분말, 흡습성 연
소탄)의 경우, 3차원 비정역학 모델에 대한 일반적인 공간 해상도(1km 또는 수백 미터)는 씨뿌리기 물질의
초기 공간 규모(10m)에 비해 너무 크며, 따라서 씨뿌리기 물질의 이류 및 확산이 과대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비정역학 모델의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대형 와류 시뮬레이션(LES) 모델이 최근 인기를 얻고 있다.
• 씨뿌리기 물질의 이류 및 확산과 구름 씨뿌리기로 생성된 고농도 빙정에 대한 정확성을 개선하기 위해, 3
차원 시뮬레이션에서 LES 규모의 모델 해상도를 사용하는 것이 권고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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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서론
단일구름에서 발견되는 인공증우 효과는 집수(catchment)유역과 비슷한 수준의 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어
해당 지역에서, 적어도 계절적 시간 규모로 강수를 증가시킬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기상조절 과학의 핵
심과제이다. 즉, 구름에서 강수과정이 요오드화은 씨뿌리기와 같은 기술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은 분명하지만, 경제적 및 사회적 이익은 상당히 넓은 지역과 장기간에 걸친 효과에 의해서만 실현된다.
본 장은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만큼 큰 시공간적 규모에서 수행되는 프로젝트를 설명하는데 집중할
것이다. 분명히 실제 이익은 자연강수량 증가가 발생하는 위치와 그 활용에 따라 달라지며 이러한 프로젝
트를 정당화하기 위해 적절한 편익-비용(benefit-cost) 분석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확증적 실험은 실제 현
장에서 씨뿌리기가 시작되기 전에 성공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이는 3장에서 언급된 고려사항들에 초점
을 맞춘 다양한 탐구적 실험에 기초해야 한다.
연구 프로젝트는 탐구적 또는 확증적 프로젝트로 크게 구분 지을 수 있다. 집수규모의 효과를 목표로 하
는 프로젝트의 설계를 시작하기 전에 다양한 탐사 활동이 완료되어야 한다. 이러한 예비 연구의 범위는 6.2
절에 기술되어 있다. 집수규모의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규모로 인해 이러한 프로젝트는 확증적 실
험으로서 설계되어야 한다. 일단 집수규모 프로젝트의 실행이 과학적, 경제적 근거로 정당화되는 것이 입
증되면, 프로젝트는 대부분의 기상조절 기술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신호 대 잡음비를 설명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이는 6.3절에서 논의 된다. 모든 구름이 씨뿌리기에 적합한 것은 아니므로, 6.4절
에 설명한 대로 적절한 조건이 선행될 때만 구름 씨뿌리기가 시행되도록 명확한 씨뿌리기 가능성 기준을
열거해야 한다.
씨뿌리기의 영향을 분명하게 입증하려면 프로젝트 시작시 특정 영향지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프
로젝트의 결과를 평가하기 위한 영향지표의 지정과 관련된 문제는 6.5절에서 다루고 있다. 모든 집수규모
의 프로젝트는 씨뿌리기에 적합한 상태를 결정하고 씨뿌리기 결과를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관측치를 필요
로 할 것이다. 필요한 관측 시스템 마련에 관한 문제는 6.6절에서 논의한다. 비록 씨뿌리기 프로젝트는 특정
지역과 특정기간에 강수량을 증가시키도록 세심하게 설계되어 있긴 하지만, 전체 지역에서 이러한 씨뿌리
기의 부작용이 없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6.7절에서는 프로젝트 프레임워크 내에서 검토해
야 할 다양한 환경 문제를 설명한다. 기상조절의 경제적 이익은 6.8절에서 논의되며 조사결과와 권고사항
은 6.9절에 요약되어 있다.
3장에서 상세히 설명했듯이 동절기 지형성 구름에 대한 씨뿌리기 탐구 캠페인은 일반적으로 하절기 혼합
상 / 층운형 대류성 프로젝트보다 더 고무적인 결과를 낳았다. 후자는 여전히 추가적인 탐구 캠페인을 통한
확증이 필요하지만, 전자인 동절기 지형성 구름에 대한 씨뿌리기는 집수규모의 확증적 프로젝트를 진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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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방법을 보여주는 주요 사례가 된다. 따라서, 이 절의 논의는 씨뿌리기 물질(요오드화은 입자 등)을 구
름에 방출하여 과냉각수(SLW)을 빙정으로 변환시키는 기상조절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의 초점은 6.2절에서 논의된 예비(탐구) 연구를 통해 실현 가능한 것으로 입증된 대체
기술에도 적용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Terbleanche 등(2000)은 혼합상 구름에 대한 씨뿌리기에서 나타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확인하는 것과 관련된 어려움에 관해 고찰한다. 특히, 씨뿌리기된 구름계에 대해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레이더 상에서 관찰되지만, 목표지역의 지표면 강수량은 유의미한 정도로 증
가되지는 않았다.
최근 수년 동안 과학 문헌에 기술된 집수규모의 실험은 3건에 달한다. 호주 남동부 스노이 산맥에서 실
시된 강수량 증가 연구프로젝트(SPERP)에는 두 단계가 있는데, 하나는 Manton 등(2011)에서 설명된 2005
년부터 2009년까지의 SPERP-1이고, 다른 하나는 Manton 등(2017)에서 논의된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SPERP-2이다. 와이오밍 기상조절 시범프로젝트(WWMPP)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미국 와이오밍 주의
두 곳에서 진행되었다(Breed et al, 2014). Freud 등(2015)은 이스라엘-4 실험에 대해 서술하였는데, 이 실험
은 2013년 이스라엘 북부에서 개시되었으며 6번의 겨울동안 실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절에서는 이 세가
지 실험에 대해 논의한다.
최근 다른 나라에서도 이외 다른 집수규모의 실험이 수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름 에어로졸 상호작용
및 인공증우 실험(Cloud Aerosol Interaction and Precipitation Enhancement, CAIPEEX)이 인도에서 진행중인
데 대류성 구름을 대상으로 항공기를 이용한 흡습성 씨뿌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968년부터 2007년까지 시베리아 등 러시아 동부 지역에서 산불장소 상공으로 인공강수를 유도해 산불
을 진압하는 장기 항공기 프로젝트가 추진되었다. 프로젝트는 5년간 지연되었는데 그 사이에 여러 번의 심
각한 산불이 일어났다. 그 후 프로젝트는 2012년에 재개되었으며 향후 수년에 걸쳐 씨부리기 해당 지역을
확장시켜 나갈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는 대류성 구름과 층운형 구름의 꼭대기와 중심부를 대상으로 빙정생
성 씨뿌리기 방법을 이용한다. 예측값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로 단일 구름의 강수량이 씨뿌리
기로 인해 증가한 것이 많은 사례를 통해 드러났다 (Danelyan et al., 2017). 그러나 그 실험결과는 아직 전문
가 검토를 받은 간행물로 배포되지는 않은 상태이다.
중국에서는 1958년에 인공증우 활동이 시작되었다(Yao, 2006; Guo et al., 2015). 사회 경제적 수요의 증가
와 기상학 프로젝트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1990년대 이후 인공증우 활동이 크게 성장했다. 이러한 활동은
가뭄극복, 수자원 부족의 완화, 산불예방과 진화, 생태환경의 개선 등을 위해 계획되었으며 지난 수십년 동
안 중국의 여러 지방에서 수 백개의 인공증우 프로젝트가 수행되었다(Yao, 2006; Guo et al., 2015).
이에는 두 건의 무작위 인공증우 실험이 포함되는데, 그 중 하나는 중국 푸젠성 구톈현 지역에서 1974
년에서 1986년까지 시행되었고, 다른 실험은 중국 4개성(산동성, 푸젠성, 하이난성, 지린성)에서 항공기
나 로켓을 이용한 요오드화은 씨뿌리기로 2014년부터 시행되었다. 중국 북부의 층운형 인공증우 프로젝
트(Stratiform precipitation enhancement project, 1982-1990)(Yao, 2006), 중국 기상조절 프로젝트(Chi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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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ather modification project, 2001-2005)(Yao, 2006; Guo et al., 2015), 중국 기상조절 프로젝트(2006-2010)
(Guo et al., 2013; Guo et al., 2015)와 같은 포괄적인 인공증우 프로젝트는 중국의 종합적인 인공증우 기술
의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다양한 기상조절 이력을 고려해볼 때(Fleming, 2010), 지상의 인공증우 감지에는 수 시간에서 하루 또는
그 이상으로 다양해 질 수 있는 여러 실험 단위에 대해 신중한 통계 분석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한 분석
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효율적이려면 프로젝트 기간동안 실험 절차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
이다. 과학자가 실험절차를 새로운 지식이 추가됨에 따라 수정하려는 성향이 있다면 이는 인공증우 프로젝
트의 성공에 큰 장애가 될 수 있다.

6.2 예비 연구
집수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준비단계는 일반적으로 주요 현장단계보다 수년 전에 시작된다. 일련의 관측
실험을 통해 관심 영역의 구름의 특징을 확인하고 씨뿌리기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것이 드문 과정은 아니
다. 예를 들어, Warburton와 Wetzel(1992)은 스노이 산맥 구름의 씨뿌리기 적합성에 대한 연구를 제안하였
으며, Murakami 등(2001)은 일본 중심 지역에서 씨뿌리기가 가능한 동절기 지형성 구름의 발생 빈도를 연
구하였고, Koshida 등(2012)은 흡습성 씨뿌리기와 빙정생성 씨뿌리기에 적합한 다양한 구름 유형의 발생 빈
도를 보고하였고 Geerts 등(2010)은 와이오밍의 탐구적 연구를 설명하였다. 인도의 우기동안 대류성 구름
에 대한 탐구적 연구가 2009년부터 실시되었고, 실험의 3단계가 완료되었다.
구름 및 그 환경에 대한 관측 외에도 씨뿌리기에 대한 적합성을 더 자세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구름계에 대
한 수치모델링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동절기 지형성 구름의 경우, 모델링을 위해서는 과냉각수가 적어도
산맥의 풍상측에는 생성된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혼합상 구름에 대해서는 국지적 에어로졸 분포가 구름
미세물리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강수 발달과 관련된 미세물리 및 역학적 과정도 탐구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씨뿌리기 물질은 3장에서 논의된대로 여러가지 방식을 통해 구름에 주입될 수 있다. 집수규모 프로젝트
에서 사용되는 실제 방식은 이용가능한 기반시설의 존재여부 및 씨뿌리기 물질과 같은 여러 요소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구체적인 적용방식에 관계없이 씨뿌리기 물질이 방출된 후 적절한 시간 내에 알맞은 용량
으로 구름의 적절한 부분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배경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연구는 모델링
과 현장시험(field trials)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모델링은 씨뿌리기 물질이 공급원에서 구름 속으로 분산된
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 현장시험은 풍속, 상승기류, 바람시어(shear), 운저 온도, 구름 두께, 운저 근처의
액체수함량 등과 같은 구름의 특성을 기록해야 한다. Huggins 등(2008)은 SPERP-1에서 눈 화학이 씨뿌리기
물질의 성공적인 표적화를 위해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분산 모델을 확인하고 검정할수 있는 근거
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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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뿌리기에 적합한 구름이 적당한 계절에 적당한 기간동안 발생한다는 것이 확인되면 씨뿌리기의 영향이
적정한 기간 동안 탐지될 것으로 예상되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 과거 기후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예, Manton et al., 2011). 이러한 분석에는 프로젝트의 예상 구성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포
함되어 있어 씨뿌리기가 가능했던 과거의 사건은 “씨뿌리기”로 무작위 선택된다. “씨뿌리기 된” 사건에서는
관측 강수량이 특정 비율(20% 등)로 증가하지만 “씨뿌리기되지 않은” 사건에서는 관측 강수량이 변화하지
않는다. “씨뿌리기 된” 사건과 “씨뿌리기 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 통해 그 영향이 탐지될 수
있는 확률(예, 20%)을 결정할 수 있다. 탐지 확률은 씨뿌리기 가능한 사건의 총 개수에 따라 증가한다.
Morrison 등(2009)은 1960년부터 실험상 구름 씨뿌리기와 운용상 구름 씨뿌리기가 모두 수행된 타즈매이
니아 겨울 강수데이터에 대해 새로운 자료 분석을 수행했다. 비록 실제 운용 중인 구름 씨뿌리기는 무작위
씨뿌리기 사례(이와 관련된 씨뿌리기되지 않은 사례)를 전혀 포함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뿌리기
가 발생하지 않은 기간이 존재한다. 따라서 1960년부터 2005년까지 46년간 씨뿌리기가 발생하지 않은 146
개월과 씨뿌리기가 발생한 130개월을 구별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통해 씨뿌리기된 달에 집
수(catchment)역에서 측정한 강수량이 씨뿌리기되지 않은 달과 비교하여 5-14%까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했음을 확인하였다.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종합적인 증거가 있다(IPCC, 2013). 예를 들어, Chubb
등(2011)은 호주 남동부의 스노이 산맥 서쪽 경사면의 강수량이 20년 동안 감소했으며, 이 감소가 종관규모
구름계의 발생빈도 및 강도 변화와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산맥에서는 겨울철 지형 구름씨뿌리
기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다른 비슷한 지역과 마찬가지로 실제 운영적 씨뿌리기가 계속 된다면 기후변화
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6.3 무작위 설계
유사한 구름계라도 발생하는 강수량은 100% 이상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단일 구름계에 대한 씨뿌리기의
실제 효과는 구름 환경과 구름 자체의 변동성 때문에 무작위적이다. 씨뿌리기의 평균적인 영향은 자연강수
에서 20%의 증가를 야기할 수 있지만, 단일구름에 대한 영향은 부정적일 수 있다. 따라서 신호 대 잡음비는
집수규모의 실험에서 매우 낮게 나타난다. 또한 이러한 관측결과는 개별적 구름 과정이 관찰될 수 있는 보
다 통제된 구름규모의 실험으로부터 규모확대를 이루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집수규모 프로젝트의 설계에는 씨뿌리기할 사건과 씨뿌리기하지 않을 사건을 선택하기 위한 무작
위화 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과학자들은 씨뿌리기가 가능한 사건에 관한 전략적 결정에 항상 관여하기 때
문에 (임상실험에서처럼) 참여 과학자들이 씨뿌리기 순서를 알지 못하게 함으로써 투명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씨뿌리기 순서는 프로젝트 데이터에 대한 초기 분석을 마칠 때까지참여 과학자들에게 비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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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지성 강수의 특성과 이용가능한 기반시설에 따라 실험단위(Eperimental Unit, EU)의 지속 시간을 정의
해야 한다. 이는 씨뿌리기에 적합한 환경조건일 때 씨뿌리기를 실시하는 기간을 의미한다. 초기 실험의 경
우 손 쉽게 구할 수 있는 자료는 일일 강우량 데이터뿐이었기 때문에 실험단위 기간은 일반적으로 하루 또
는 수일 동안이었다(예, Smith et al., 1963). 실시간 강수량이 기록되고 모니터링되는 최근의 실험에서는 실
험단위 기간이 일반적으로 수시간 정도인데, 이는 일정한 구름 상태의 예상 지속시간을 고려한 기간이다.
예를 들어, Breed 등(2014)은 4시간 실험단위가 와이오밍 기상조절 시범사업(WWMPP)에 적절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또한 시간 규모가 감소함에 따라 자연강수량의 변동성이 증가하므로 매우 짧은 실험단위 기간
동안은 자체 변동성이 다소 커진다는 것 것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작위화의 핵심적인 측면은 씨뿌리기 비율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즉, 씨뿌리기 비율은 씨뿌리기된 사건
수와 씨뿌리기되지 않은 사건 수의 비율을 의미한다. 효과적인 인공증우를 위해 SPERP-1에서와 같이 2:1의
씨뿌리기 비율을 사용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Manton et al., 2011). 그러나 Manton와 Warren (2011)은,
1:1보다 큰 씨뿌리기 비율을 사용하면 씨뿌리기된 사건에 비해 씨뿌리기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환경조건의
범위가 더 작아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러한 제한은 씨뿌리기된 사건에서 자연강수량을 추정하는
데(즉, 씨뿌리기가 없을 때의 강수량) 씨뿌리기되지 않은 사건이 사용되는 경우, 일부 씨뿌리기된 사건에서
는 내삽법보다는 외삽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삽법이 내삽법보다 통계적 불확실성이 더 크기 때
문에 이스라엘-4(Freud et al., 2015)와 SPERP-2(Manton et al., 2017)와 같은 최근의 실험들은 주로 1:1의 씨
뿌리기 비율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집수규모 프로젝트의 목적은 적어도 약 1,000㎢의 목표 지역에서 강수량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면적이 넓을수록 결과가 더 유용하다. 그러나 씨뿌리기 물질을 넓은 목표지역에 전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목표지역은 제안된 강수량 증가 방식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수문학적 적용의 경
우, 씨뿌리기 (목표)대상은 국지적 집수역에 따라 정한다..
목표지역에서 씨뿌리기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목표지역의 자연강수량을 예측하는 데 기본적으로 대조구
역(control area)을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조구역의 두가지 핵심 조건은, 이 영역은 목표지역의 강수
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어야 하며(유사한 환경 조건으로 인해), 씨뿌리기 물질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첫번째 조건은 목표 강수량을 추정하는 데 대조구역 강수량을 사용할수 있음을 의미하며, 두번째
조건은 대조구역 강수량이 항상 해당 지역의 자연강수량을 나타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다양한 목표-대조 구성이 사용되었다. 가장 일반적인 두가지 구성은 고정목표 및 대조(SPPERP
에서 사용)와 교차목표(crossover target) 및 대조 (WWMPP에서 사용)이다. 첫번째 경우 대조지역은 목표지
역의 강수와 관련성이 높고 씨뿌리기 물질의 영향을 받지 않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의 지역이다. 두번째
의 경우, 두가지 유사한 지역(일반적으로 바람 방향에 직각으로 놓여 있음)이 해당되며 한 지역은 목표지역
으로서, 다른 지역은 각 실험단위 기간에 대한 대조지역으로서 선택된다. 교차구성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
의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더 적은 수의 실험단위 기간들이 필요하게 된다는 이론적 이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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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briel, 1999). 하지만 이 구성은 지역간 강수량의 상관관계가 높아도(이로 인해, 각 지역은 다른 지역의
강수를 예측할 수 있음) 각 실험단위 기간동안에는 오직 한 지역만이 씨뿌리기 물질의 영향을 받는 지역들
을 식별하는 데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는다.
세번째 목표–대조 구성은 단일 목표지역(이스라엘-4에서 사용)을 사용하는 것인데, 이러한 지역에서는각
실험단위 기간에 대해목표지역이 씨뿌리기되는지 여부가 무작위화를 통해 결정된다. 이 구성의 과제는 모
든 씨뿌리기된 실험단위 기간과 씨뿌리기되지 않은 실험단위 기간에서 종관환경 및 관련 강수량이 동일하
다는 것을 검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연강수량의 변동성은 높은 반면 이러한 강수량에 대한 구름 씨뿌리기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은
현실적인 상황에서 그 영향을 감지하기 위해서는 무작위 설계가 필요하며, 이에는 실험절차의 성격에 대한
많은 실질적 결정이 수반된다. 실험결과에 대해 신뢰성있고 의미 있는 통계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실험 기간
동안 실험 절차를 반드시 일관되게 유지해야 한다.

6.4 씨뿌리기 가능 조건
최근의 구름 씨뿌리기 실험의 경우 종관 조건이 발달함에 따라 씨뿌리기에 적합한 조건이 제한된 시간 동
안만 지속된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실험단위 기간은 24시간 이하로 정해지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환경적
충족요건이 실험단위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지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씨뿌리기 가능성 기준을 통해 구름내
씨뿌리기 물질에 의해 빙정으로 변환될 수 있는 과냉각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결국 빙정은 자라서 목
표지역으로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과냉각수의 존재(또는 존재가 예상됨)는 실험단위 기간의 개시를 위해
충족되어야 하는 엄격한 씨뿌리기 가능성 조건이다.
씨뿌리기 물질이 과냉각수와 적절하게 상호작용 할 수 있도록 씨뿌리기 물질의 확산 및 표적화(목표 구름
에 대한 적중)에 대한 조건들이 있으며 구체적인 조건은 씨뿌리기 전략(3절에서 논의됨)에 따라 달라진다.
이러한 조건은 보통 특정고도에서 다양한 풍향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Freud 등(2015)의 이스라엘의 경우,
항공기에서 방출하는 씨뿌리기 물질이 국지적 산악지에 맞춰 적절하게 배열되기 위해서는 850 hPa의 풍향
이 210~290°로 나타나야 한다. 또한 씨뿌리기 물질이 목표 구름에 적중하기 위한 조건에는 씨뿌리기 물질
이 빙정핵을 활성화시키는 고도까지 지상 발생기로부터 분사된 씨뿌리기 물질이 혼합될 수 있는 풍속 조건
이 필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SPERP의 Manton 등(2017)은 씨뿌리기 물질을 적절히 분산시키고 이를 목표
구름에 적중시키는데 필요한 풍속 및 풍향의 허용 범위를 결정하는 데 단순 확산모델(Rauber et al., 1988)을
사용하였다. WWMPP의 Breed 등(2014)은 2km 해상도로 3시간마다 기상연구 및 예측(WRF; Liu et al., 2008)
모델을 실행하여 씨뿌리기 가능성 결정에 도움을 주었다. 또한, 대기 중 에어로졸 입자 모집단은, 혼합상 구
름에 대한 특정오염 시나리오는 잠재적으로 제외하고 선택된 씨뿌리기 방법에 부합해야 한다.
무작위 실험에서는 정확한 공간과 시간에 씨뿌리기 물질을 목표 구름에 적중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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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실험단위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이전 실험단위 기간의 씨뿌리기 물질이 해당 구역에서 모두 제거되도
록 실험단위 기간 사이에 완충 기간(buffer period)을 둘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WWMPP는 4시간 완충 기
간을 지정했지만 SPERP는 분산 모델을 사용하여 실험단위 기간 사이의 완충 기간을 결정하였다.
증가된 강수가 목표 지역으로 떨어지도록 하기 위한 첫 단계는 씨뿌리기 물질을 분산시켜 과냉각수와 상
호작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요오드화은과 같은 씨뿌리기 물질은 약 -5°C보다 낮은 온도에서 얼음핵생성을
유발하므로 일반적으로 운정온도는 약 -8°C 미만으로 한다(Breed et al., 2014; Freud et al., 2015). SPERP의
Manton 등(2011)은 운정온도를 -7°C까지 허용했지만 -5°C 수준 이상에서는 구름두께가 400m 이상이라는
기준을 추가해야 했다.
씨뿌리기 물질이 항공기에서 분사될 때 목표구름에 대한 적중은 비교적 간단하고 목표구역의 바람 불어
오는 쪽으로 적절한 거리에 씨뿌리기 라인을 설정한다. 고정식 지상기반 씨뿌리기 물질 발생기의 경우, 경
계층의 난류가 씨뿌리기 물질을 각 발생기에서부터 최소한 -5°C 고도까지 확산시키게 된다. 난류 혼합은
경계층의 안정성과 관련이 있으며, 따라서 씨뿌리기 물질의 확산 효율성은 낮은 고도에서 기류의 프라우드
수(Froude number)와 관련되어 나타날 수 있다(예, Watson and Lane, 2012). 반면에 SPERP의 Manton et al.
(2017)은 실험단위 기간의 프라우드 수의 변화(설계에 따라 전체 환경 조건이 유사한 실험단위 기간)는 풍
속에 따라 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Manton과 Warren (2011)은 지상 발생기를 이용한 씨뿌리
기가 낮은 풍속에서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고, 따라서 Manton 등(2017)의 씨뿌리기 가능성 기준에
서는 -5°C 고도에서 풍속에 대한 하한선이 지정되었다.
목표지역에서 씨뿌리기된 강수와 씨뿌리기되지 않은 강수의 비율을 고려함으로써, 씨뿌리기 영향이 증가
한다고 암묵적으로 간주되곤 한다. 이러한 가정은 실험단위 기간 동안 어느 정도 자연적인 강수가 있어야
하고 이는 씨뿌리기에 의해 강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Freud 등(2015)은 이스라엘-4에서 씨뿌리기
를 시작하기 위해 다음 24시간 동안 최소 0.2mm의 강수 예측치를 필요로 하였다. 또한, Manton 등(2017)은
SPERP-1에서 자연강수량이 낮을 때는 씨뿌리기 영향이 무시할 만한 수준임을 입증했고, 따라서SPERP-2에
서는 실험단위 기간 개시시강우의 발생이 어느 정도 필요했다. 이 조건과 관련하여 실험단위 기간 동안 씨
뿌리기 가능상태가 지속되리라는 예측이 필요하다. 이러한 예측은 대개 수치모델 결과 분석을 통해 얻어진
다.
실험단위 기간의 개시를 위한 씨뿌리기 가능 조건 외에도 씨뿌리기가 중단되어야 하는 조건도 지정하
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SPERP에서 저수지의 저장량이 과도하거나 그 지역에 험한 날씨(severe
weather)가 예상되면 씨뿌리기가 중단되었다.
실험단위 기간이 수 시간에 불과하다면 구체적인 시점이 중요해진다. 실험단위 기간의 개시가 일단 결정
되면 씨뿌리기는 시간 ts에서 시작되어(가능한 빠르게) 시간 ts+d까지 지속되는데, 이 때 d는 실험단위 기
간을 의미한다. 씨뿌리기 물질의 표적이 되는 구름의 상태를 원래대로 돌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음 실험
단위 기간은 적어도 ts+d+b의 시간까지는 시작될 수 없다. b는 완충 기간을 의미한다. ts는 씨뿌리기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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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되는 시간을 의미하지만, 씨뿌리기의 시작 시간과 구름 및 강수에 씨뿌리기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시
간 사이에는 약간의 지연이 발생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따라서 SPERP와 WWMPP 모두 실험단위 평가
기간(씨뿌리기 영향이 평가되는 기간)의 시작은 ts+v에 의해 주어지며, 여기서 v는 SPERP의 경우 1시간이고
WWMPP의 경우 0.5시간이다. 평가기간은 ts+v에서 ts+v+d로 확장되며 모든 씨뿌리기 영향 지표들은 이 기
간에 걸쳐 평가된다. 평가 기간이 종료된 후 다음 실험단위 기간에 대한 씨뿌리기의 시작을 확인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이것은 b>v를 의미한다. 즉 완충기간은 씨뿌리기 시작과 평가기간의 시작 사이에서 발생하는
지연보다 커야 한다.

6.5 씨뿌리기 영향 지표
6.5.1 일차 지표
집수규모 실험설계의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실험의 성공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씨뿌리기 영향 지표
를 명시하는 것이다. 과학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관측 시스템과 분석방법이 광범위한 점을 고려해 볼 때 대
규모 현장 실험을 다각도로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지표들이 식별될 수 있다. 그러나 성공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많은 잠재적 지표들로 인해 다중성(multiplicity)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며, 이것은 Hoaglin 등
(1985)은 다음과 같이 간단히 설명하였다. “만약 다양한 통계 자료가 충분하게 계산된다면 그 중 일부는 틀
림없이 구조를 갖추고 있을 것이다." Mielke 등(1982)은 다중성이 구름 씨뿌리기 실험의 잠재적 문제라고 지
적한다.
다중성의 문제는 일차지표와 이차지표를 분리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 소수의 일차지표는 통계적 유의성
에 대해 지정된 수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일부 이차지표들은 일차지표의 물리적 근거에 대한 추가 증거가
될수 있다. 이상적으로 일차지표는 모든 실험단위 기간에서 표본추출을 포함해야 하며 성공적인 실험의 핵
심적인 측면을 강조해야 한다. 예를 들어, Manton 등(2011)은 SPERP-1의 성공 지표를 단 두가지만 지정한
다. 하나는 씨뿌리기 물질의 목표 구름에 대한 적중과 관련된 지표이고, 다른 하나는 인공증우와 관련된 지
표이다. 첫번째 지표는 대상 지역 전체에 걸친 17개 현장에서 눈 화학 분석을 통해 계산되었으며 목표지역
에서 은의 최대 농도는 5% 유의수준에서 씨뿌리기되지 않은 실험단위 기간보다 씨뿌리기된 실험단위 기간
에서 더 높았다. 실험중 씨뿌리기 물질이 대상 구름을 정확하게 표적화할 가능성이 예비연구(6.2절)를 통해
드러났어야 했음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표적화 관련 지표들은 쉽게 달성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예비연구는
사실상 씨뿌리기의 물리학적 근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SPERP-1의 두번째 지표는 씨뿌리기로 인한 목표지역 강수량의 부분적인 증가가 10% 유의수준에서 양의
값(positive)을 보인다는 점이다. 5% 유의수준에서 0.20정도의 인공증우를 탐지할 확률이 63%에 불과하다
고 했던 과거 데이터(6.2절)를 분석한 후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5% 수준보다 낮게 유의수준을 완화시켰다.
Breed 등(2014)은 유의성 테스트는 허위 양성(false positive) 결과만 보정하므로 WWMPP에 대한 허위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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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lse negative) 결과를 보정하기 위하여 0.8의 통계력 요건을 추가하였다.
씨뿌리기로 인한 강수량의 부분적 증가는 보통 씨뿌리기된 실험단위 기간과 씨뿌리기되지 않은 실험단
위 기간에서 관측된 강수량을 비교하여 추정된다. Breed 등(2014)은 다양한 목표-대조 구성과 관련된 다양
한 지표에 대하여 자세히 논의하고 있다. 단일 목표구성(target configuration)의 경우 공통지표는 씨뿌리기
된 실험단위 기간의 목표지역 평균 강수량 대 씨뿌리기되지 않은 지역 실험단위 기간(SR)의 평균 강수량 비
율이다. 고정 목표-대조 구성의 경우, 지표는 SRt/SRc와 같은 이중 비율(double ratio)이며, 여기서 SRt는 목
표에 대한 단일 비율(single ratio)이고 SRc는 대조군에 대한 단일 비율이다. 따라서 SRc는 단일 비율(SRt)을
조정하여 자연강수의 변동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씨뿌리기된 실험단위 기간과 씨뿌리기되지 않은 실험단위
기간 간의 편향차(bias differences)를 바로잡는다.
기본 교차구성(crossover configuration)의 경우 지표는 단일 비율 결과물의 제곱근으로, 즉 (SR1 * SR2)1/2
이며, SR1과 SR2는 각 구역에 대한 단일 비율이다. 이 경우 각 실험단위 기간의 씨뿌리지 않은 구역은 씨뿌
리기된 구역의 대조군으로 작용한다. WWMPP의 경우, 일부 대조 강수량 게이지를 추가하여 교차구성을 보
완하였다. 따라서 적절한 지표는 (SRt1 * SRt2)1/2 / (SRc1 * SRc2)1/2와 같은 루트 회귀 비율이며, 여기서 SRt1
와 SRt2는 목표 단일 비율이고, SRc1와 SRc2는 대조군 단일 비율이다.
다양한 강수량 비율의 계산결과는 각 지역의 평균 강수량 추정치에 따라 달라진다. 평균 강수량을 추정하
면 최소 두가지 불확실성이 야기된다. 첫번째 불확실성은 강수량 측정에서 비롯되는데, 이는 측정 과정 중
강풍으로 인해 눈에 대한 집수량 손실(undercatch)이 상당히 발생할 수 있다. 두번째 불확실성은 강수량 측
정 지점에서 수집된 많은 측정치에 근거하여 면적 평균 강수량을 추정할 때 발생한다. Manton 등(2017)은
이러한 불확실성이 씨뿌리기 효과의 정량적인 특성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씨뿌리기 효과의 추정에 있
어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불확실성의 주요 원인은 씨뿌리기된 사건에서 대조지역(즉, 씨뿌리기되지 않은 지역)의 강수량에 따라 목
표지역의 자연강수량을 가장 잘 추정할 수 있다는 가정 때문이다. 고정된 목표-대조구성의 이중비율에 대
한 대체(하지만 등가)지표는 선형회귀 방정식을 사용하여 목표 강수량과 대조 강수량을 관련시킴으로써 얻
어질 수 있다(Manton et al. 2011). 씨뿌리기되지 않은 실험단위 기간의 경우 목표지역의 강수량(Ptu )은 다
음식에 의해 주어진다고 가정하였다.

Ptu = a + b*Pcu, (6.1)
여기서 Ptu 는 대조지역의 강수량이며, a 와 b 는 회귀상수이다. 식(6.1)이 씨뿌리기된 실험단위 기간의 자연
강수량에 대한 유효한 추정치를 제공한다고 가정할 때, 씨뿌리기된 실험단위 기간의 목표지역 강수 증가량
(잔차 강수량)은 다음과 같다.

Rts = Pts – (a + b*Pcs), (6.2)
여기서 Pts와 Pcs는 씨뿌리기된 실험단위 기간의 목표 강수량과 대조 강수량을 의미한다. 따라서 모든 씨
뿌리기된 사건에서 씨뿌리기로 인한 목표지역의 강수량의 부분적 증가량은 식 (6.2)의 잔차의 합을 목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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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 자연 강수량의 합으로 나누어 얻은 값이다. 부분 증가량은 본질적으로 이중 비율과 동일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Manton 등(2017)에 따르면, 회귀방정식(6.1)이 목표지역의 자연강수량 관측치에 특별히 가장 적합한 식은
아니다. 실제로 산악지역에서 강수량은 낮은 수준의 안정성과 풍속(예, Watson and Lane, 2012; Geerts et
al., 2015)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효과는 무한한 프라우드 수(Fr)로 표시된다. 목표지역 자연강수량의 최적 예측변수에 대한 체계적
검색을 통해 프라우드 수나 풍속과 같은 추가 변수가 회귀 방정식(6.1)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최적 예측변수는 평균제곱근 오차의 감소와 회귀방정식과 관측치에 대한 회귀 방정식 적합성의 분포도
감소를 만든다. 또한 Manton 등(2017)은 목표지역의 자연강수량 추정 방법을 개선시키면 훨씬 더 큰 통계
적 유의성을 가진 씨뿌리기 영향을 추정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목표지역의 자연강수량 추정을
위해 보다 일반적인 회귀 방정식을 사용하는 것은 씨뿌리기 효과가 배가되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하며, 이
는 이중비율을 사용해야 함을 암시한다. 실제로 목표지역 전체에 걸쳐서 씨뿌리기 영향이 공간적으로 변이
가 있음을 고려하면 전체적인 씨뿌리기 영향은 (이중 비율에 통합시킨) 부분적 증가량보다 실험단위 기간
당 평균 강수량 증가량에 의해 더 잘 표현됨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Reynolds(1988)와 Super와 Boe(1988)
의 직접 관측 결과와 일치하며 이는 씨뿌리기가 시간당 0.1~1.0mm의 강수량 증가를 유도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중규모 수치모델의 정확성이 지속적으로 향상됨에 따라(Xue et al., 2013), 목표지역의 자연 강수량을
추정하는데 모델 결과값을 사용하는 것이 의미있는 방법으로 떠올랐다(5장과 비교).
그러나 미세물리와 역학 사이의 상호작용은 광범위한 시공간 규모로 확장될 수 있으며, 모델에서 이러한
모든 과정을 완전히 나타내는 것은 아직 실현 가능하지 않다. 모델은 수십 킬로미터와 수시간의 규모로
강수량을 꽤 정확하게 추정하지만, 시간, 위치 및 강도를 정확히 추정할 수는 없고, 특히 대류과정이 주된
과정인 경우에는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델 편의(bias)를 제거하기 위해 통계적
조정법(예를 들어, 목표지역의 관측 강수량과 모델링된 강수량 사이의 단순 회귀분석)을 적용하면 수치모델
은 자연강수량에 대한 확실하고도 정확한 추정치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 추측은 엄격한 모델링 실험을 통해 확인된 바가 없다.
6.5.2 이차 지표 구름
씨뿌리기 영향에 대한 일차지표가 한 두가지 식별되어 기록된 경우 씨뿌리기 영향의 물리적 근거에 대한
추가적 증거가 될 수 있는 여러 이차 지표들의 목록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실험에서 눈 화학
관측을 포함하는 경우 수동적 추적물질(예, 인듐 산화물)의 분산 정도를 요오드화은 분포와 비교하면 지상
강수량을 증가시키는 미세물리 과정에 구름 씨뿌리기가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Chai et al.,
1993). Manton과 Warren (2011)은 씨뿌리기된 실험단위 기간에서 은과 인듐의 비율이 1보다 훨씬 더 크다
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것은 요오드화은이 빙정핵 형성을 증가시켰다는 것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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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류성 구름에서 SF6를 추적물질로 사용할 때 강력한 미세물리 특징이 나타났고(Rosenfeld et al., 2010),
이는 염 씨뿌리기(salt seeding)의 방법론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연구진은 “강우량 변화의 측면에서 온난우
(warm rain)과정의 가속화는 조건에 따라 그 중요성이 달라질 수 있으며 관측과 시뮬레이션을 모두 포함하
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반면에 흡습성 연소탄 씨뿌리기는 식별가능한 부피의 씨뿌리기(된) 구
름을 발생시키기에 충분히 큰 입자를 생성시키지 못했다. 활성화와 응결을 용이하게 하고 활성화된 물방울
의 수를 제한하기 위해 연소탄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보다 더 큰 구름응결핵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지상 발생기를 이용한 실험에서는 풍속과 풍향의 변화로 인해 방출되는 씨뿌리기 물질의 양이 실험
단위 기간마다 다를 가능성이 높다. SPERP-1과 WWMPP(Wyoming Water Development Commission, 2014)
에서 씨뿌리기 물질의 방출량이 적었을 때는 씨뿌리기 효과가 거의 없었다. Manton 등(2017, 그림 5)은 발
생기 작동시간에 대한 누적 강수량 잔차(Eq. 6.2 참조)를 도표로 표시하였고, 이 때 잔차를 발생기 작동시간
순으로 정리하여(또는 순위를 매겨) 이러한 관계를 강조하였다. 정리된 누적 잔차 도표를 보면 발생기 작동
시간이 SPERP-1에서 약 50보다 적을 때 씨뿌리기된 잔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도표는 씨뿌리기 영향이 운정온도 또는 풍속과 풍향 같은 외부 변수의 값에 따라 변화하는지 여부
를 쉽게 보여준다. 잠재적인 이차지표 목록은 실험에 사용할수 있는 관측 시스템의 범위 내로 한정된다. 씨
뿌리기된 실험단위 기간과 씨뿌리기되지 않은 실험단위 기간 간의 구름형성 과정의 전반적인 차이를 강조
하는 지표에 특히 중점을 두어야 한다.
예를 들어 혼합상 대류성 구름의 경우, 병합(merging)은 강수 생성에서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구름씨뿌
리기의 인공증우 효과를 평가하려 한다면 구름 병합 문제 또한 이러한 평가에 포함시켜야 한다.
모든 실험단위 기간에 대해 관측된 데이터에 기반한 지표와 특정 관측 기간 동안 수집한 상세 데이터
에 기반한 지표들을 구분하는 것은 유용하다. 예를 들어, Miao와 Geerts(2013)는 항공기 데이터를 분석하
여 WWMPP의 일부 실험단위 기간동안 씨뿌리기로 인해 나타나는 구름 미세물리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Manton 등(2017)이 정리한 잔차 도표는 전체적인 씨뿌리기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모든 실험단위 기간의
결과를 사용하였다.

6.6 관측 시스템
집수규모 실험에서 사용되는 관측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변수를 측정해야 한다.
• 실험단위 기간이 언제 시작될지 결정하는 씨뿌리기 가능 조건을 충족하는데 필요한 변수 (6.4절).
• 씨뿌리기 영향 지표를 계산하는 데 필요한 변수 (6.5절).
따라서 씨뿌리기 가능성 기회를 놓치지 않고 모든 실험단위 기간에 기본지표가 제공될 수 있도록 씨뿌리
기 가능 조건과 신뢰성이 높은 기본 지표를 위한 체계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주요 변수 관측과 관
련된 문제들은 4절에 설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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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뿌리기 개시 결정을 내릴 때는 과냉각수와 같은 보다 특화된 측정값뿐만 아니라 국지적 탐측기 수치 기
상예측 분석 및 예측 위성 이미지 등과 같은 정기적인 환경관측 결과도 근거로 삼는다. 씨뿌리기 효과를 나
타내는 주요 지표는 목표지역의 강수량이다. 겨울철 눈 내리는 산악지역 혹은 공간적으로 다양한 대류 폭풍
이 있는 지역에서는 강수량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
건조공기 유입이 구름을 빠르게 파괴시킬 수 있는 경우(예, 대류성 구름), 의사 결정 및 모니터링을 위한
실시간 데이터를 얻기는 어렵다. 씨뿌리기 물질이 구름 발달의 적절한 시점에 올바른 위치에 전달되도록 하
는 것은 까다로운 과제이다.
지상 씨뿌리기 발생기의 경우 경계층의 대류와 구름 내 씨뿌리기 물질의 분산을 평가하기 위해 대기 안정
성과 연직 바람 분포를 관측해야 한다. 예상 강우 지역 또한 모니터링 되어야 한다.

6.7 환경 문제
설계상 인공증우는 자연환경을 변경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바람직한 변화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 않
은 환경 변화도 있을 수 있다. 환경 위험관리는 모든 집수규모의 실험에서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40여 년 전
에 Dennis(1980)는 독성학, 생태학, 사회학 및 법적 문제를 포함하여 구름 씨뿌리기 관련 위험성에 대한 비
판적 분석을 했다. 그는 환경적 위해성의 증거가 없음을 지적했고 이 결론은 이후 수십년 동안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 Lincoln-Smith 등(2011)은 스노이산맥 환경 전체에 미치는 씨뿌리기 물질(특히 은과 인듐)의 잠재
적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SPERP 프로젝트에서 수행된 과정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관찰한 바에 따르면 씨뿌리기 발생기 설치 지점에서도 씨뿌리기 화학물질의 농도는 건강에 문제를 일으
킬 수준보다 훨씬 낮았고 5년 동안 영향이 누적된 징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haev 등(2014)은 1964
년부터 대포 및 로켓 우박 억제 기술을 장기간(40년 이상) 시행한 지역(북 카프카스 산맥지역, 몰도바 및 조
지아)의 대기, 토양, 저수지 및 강우에 함유된 요오드화은과 PbI2의 측정 결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이 유해 오염물질의 최대 농도는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최대 허용농도보다 몇 단계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Korneev 등(2017)은, 러시아 연구에서 시행된 항공 씨뿌리기에 사용된 요오드화은
의 농도가 자연적 및 인위적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화학물질 수준을 능가할 정도로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
음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씨뿌리기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극도로 낮으며 목표지역을 벗어나는 어떠한 영
향도 관찰되지 않는다고 했다. 따라서 러시아에서 행해진 연구에 따르면, 씨뿌리기 물질을 구름 내 직접 투
입하는 방법은 수십년을 시행해도 생태학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Fajardo 등(2016)은 실험실 연구를 통해 "환경에 많은 양의 씨뿌리기 물질이 축적되면” 일부 생물군
이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힌다. Curic와 Janc(2013)는 습성침적(wet deposition)를 통해 발생한 씨뿌리
기 물질의 지상 강하물(낙진)에 대한 공간적 분포를 추정하는데 수치 시뮬레이션을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구름 씨뿌리기의 잠재적인 환경 위해성 중 하나는 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자연강수는 기본적으로 재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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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는 점이다. 목표지역에는 강수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인근 지역사회에는 씨뿌리기의 영향
이 목표지역 이외에서는 무시 해도 좋을 정도라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한다 목표지역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씨뿌리기의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어려웠던 점을 고려할 때 유의미한 목표지역 이외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다.
Curic 등(2008)은 적란운 폭풍(약 40km 규모)이 약 100km를 바람에 의해 전파되는 동안 씨뿌리기 효과가
지속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수치모델을 사용했다. 그러나 이러한 구성은 근본적으로 지형성 특징에 고정되
어 있는 겨울철 구름에 대한 씨뿌리기와는 관련이 없다. 또한 혼합상 구름에 대한 씨뿌리기시 각 구름계의
전파가 고려된다.
실제로 태국의 연구 결과를 보면, 흡습성(Silverman and Sukarnjanaset, 2000) 씨뿌리기와 빙정형성 씨뿌
리기(Woodley et al., 2003)의 주요 효과는 씨뿌리기된 혼합상 구름에 의해 생성된 구름에서 씨뿌리기 후 수
시간까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영역 외 추가적인 효과는 3.4 절에서 자세히 논의되었다.
요오드화은 씨뿌리기의 목표지역 이외 효과와 관련하여 씨뿌리기의 영향은 목표 지역내 혹은 풍하측 모
두에서 수 일 이상 지속될 수 있다고도 보고된 바 있다. 이러한 효과는 땅에 도달하는 요오드화은(예, Bigg,
1995)에 의해 생물 유래빙정핵입자의 촉진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또 강우량과 지상 빙정핵입자 농
도 간 관계에 대한 Bigg와 Miles(1964)의 발견과 관련이 있다고도 여겨진다. 이 결과는 숲 생태계에서 에어
로졸과 빙정핵입자를 측정하고, 비가 내린 후 수 시간 동안 높은 농도의 생물유래 빙정핵 입자를 발견한
Huffman 등(2013년)에 의해 더욱 공고해졌다. Soubeyrand 등(2014)은 통계분석을 통해 호주 남부의 주요
강우 사건 이전의 강수량이 그러한 사건 이후 강수량보다 적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주요 강우 사례는 강한 강우로 시작하고, 그 후 이어지는 오랜 기간 동안 더 약한 강우를 보이는 경향
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이전의 Bigg와 Miles (1964)의 결과와 연관 지어 보면 강우와 관련된 지상 빙정핵
입자가 이후의 비를 유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호주 남부의 강우가 전선이 통과하는 동안에는 장대비가 내리고 전선이 통과한 후에는 비가 꾸준
히 내리는 종관 전선의 통과와 관련이 있다는 점은 이 의견에서 고려되지 않는다. Soubeyrand 등(2014)은
강우와 국지성 대류운이 동반되어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 호주 북부에서는 이러한 비대칭성이 관찰되지 않
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따라서 빙정핵입자와 비의 통계적 상관관계는 비를 유발하는 빙정핵입자보다는 빙
정핵입자를 유발시키는 비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Long (2001)은 지속성 가설과 관련된 몇 몇 불확실성에 대해 상세히 논의했다. 이 가설은 겨울전선이 통
과하는 며칠 동안 5시간의 실험단위 기간을 사용했는데, 이는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스노이 산맥(Manton
et al., 2017)에서 구름 씨뿌리기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었다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SPERP
기간중 나타난 영향의 연간 변동은 국지적 영향보다는 대규모 기후 변동과 결부되는 경향이 있다.

.87

세계인공증우 활동에 대한 전문가 평가 보고서

6.8 경제적 이익
인공증우의 경제적 이점은 땅에 도달하는 물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그 유용성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물은
농작물에 직접 공급되거나 아니면 지역 물관리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유수를 증가시킨다. 그러나 인공증우
의 가장 큰 문제는 매우 광범위한 공간적 시간적 규모로 물리적 과정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실험을 설계하고 평가할 때 이러한 다양한 규모와 이들의 상호작용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간적 규
모는 초 미세 규모에서부터 종관 규모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시간적 규모는 마이크로 초에서부터 수 시간
이상의 범위까지 걸쳐 있다. 강우량 증가에서 종종 간과되는 문제 중 하나는 작은 규모에서 큰 규모로 확장
하는 것이다.
이러한 규모 확대는 최종 결과가 바람직한 편익-비용비(benefit-cost ratio)로 수용 가능한 수준의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씨뿌리기 개입에서부터 지상 강수량 증가까지 이어지는 사건들을 각 연결 고리를 통해 고
찰하고 설명하며 또한 그 증거를 제시하는 과정에 관한 것이다. 단일 구름에 대한 실험으로부터 지역 전체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험까지 확장할 때, 이러한 규모 확대의 문제는 모든 실질적이고 절차적인 고려 사
항들과 함께 살펴봐야 한다. French 등(2018)의 최근 관측결과는 겨울철 지형성 구름 씨뿌리기와 관련된 이
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실질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규모 확대는 대류성 구름을 다룰 때 특히 중요하고 어렵다. 이러한 문제 중 일부는 남아프리카의 강우 증
가에 대해 수행된 약식 씨뿌리기 실험에서 Terblanche 등(2000)에 의해 연구되었다. 이 연구진은 긍정적인
효과임이 명백한 폭풍 규모의 씨뿌리기 효과를 씨뿌리기 지역의 강우 기록에서 관찰된 대규모 이상 강우현
상과 연계시키고자 했다. 그러나 간단한 계산을 통해 폭풍 규모의 씨뿌리기 개입으로부터 현실적으로 예상
되었던 강우량과 우기동안 지역 전체 강우량 기록 사이에 "두 자리수의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그들은 인공적 개입에 의한 결과와 관측 결과는 아마도 관련이 없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동일 선상에서 Terblanche 등(2005)과 Shippey 등(2004)은 남아프리카에서 연속적으로 수행된 약식 씨뿌
리기 실험에서 추가 강우에 대한 비용-편익비를 계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진은 폭풍에 대한 과학
적 기후 연구(폭풍 기후학)를 수행하여 관측된 폭퐁 효과가 계산을 위한 기초로 사용될 수 있다고 가정 할
때 원하는 면적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폭풍이 우기에 처리되어야 하는지 추정했다.
이 연구들을 통해 인공증우가 남아프리카의 물부족(water stress)을 해소하기 위한 다른 방법들보다 더 유
리할 수 있다는 것이 명백해졌지만 논의를 위한 충분한 수의 폭풍이 후보 선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
한 수만큼의 폭풍을 다루는데 여러가지 절차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예상대로 이러한 연구를 통해 폭풍
기후학에서는 폭풍 발생빈도가 일일 주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대부분의 폭풍은 오후의
짧은 시간 동안(즉, 최대 지표면 온도에 도달한 시간 전후)에 발달하기 때문에 연구진은 미래에는 씨뿌리기
물질을 전달하는 새롭고 더 효율적인 방법에 가장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Silverman와 Sukarnjanaset (2000)은 현재 각각의 혼합상 구름을 대상으로 구름 씨뿌리기를 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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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실현가능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겨울철 지형성 구름 씨뿌리기에서도 이익이 비용보다 클 수
있도록 신중한 계산이 필요하다. SPERP와 WWMPP의 경우 두 프로젝트 모두에서 씨뿌리기가 가능한 사건
에 대한 강수량의 증가 비율은 15%이다. 그러나 씨뿌리기가 가능한 사건은 일반적으로 연간 또는 계절 강
수량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게다가 지표상의 강우를 수문학적 흐름으로 변화시키면 증발과 지하수의 재
충전과 같은 이유로 인해 손실이 생기고 또한 물이 복잡한 수문학적 시스템을 통과하면서 지연된다.
강우신호가 상대적으로 약하고 수문학적 시스템이 복잡하다는 것은 구름 씨뿌리기의 영향이 하천 또는
댐의 부피 측정에서 직접적으로 감지될 가능성이 매우 낮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구름 씨뿌리기로 인
한 연간 하천유량의 실제 증가량을 추정하려면 상세한 강우유출(rainfall runoff) 모델링이 필요하다.
반면에 전세계적으로 음용수(potable water)의 부족현상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기술적, 과학적 발전에 따라
구름 씨뿌리기의 비용은 일정하게 유지되거나 감소하는 반면 그 잠재적 이익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 사회가 구름 씨뿌리기 활동을 통해 가뭄 해소를 도모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실제로 Yosida 등
(2009)은 일본에서 씨뿌리기가 가뭄 해소(drought relief)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반면 다수의
국가(특히 엘니뇨-남방진동(ENSO) 현상의 영향을 받은 경우, Nicholls and Wong; 1990)에서는 높은 강수량
변동성으로 인해 가뭄 기간에는 구름 씨뿌리기에 적합한 구름이 기본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프로
젝트의 비용-편익분석시 그 지역의 지배적인 기후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반면 지역 전체에 대한 영향 및 계절적 규모의 영향에 대한 증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대류성 구름에
대한 씨뿌리기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Bruintjes, 1999)으로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점 때문에 종종 사용되곤 한다. 이러한 전략들은 상당한 과학적 불확실성이 있음을 염두에 두고 수자원 위
험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접근방식의한 구성 요소로 간주된다.
구름형성 과정에 대한 과학적 이해는 데이터와 지식의 공유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다.
집수규모 인공증우 실험의 설계 구현 및 평가에는 자금과 자원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 국제 과학문헌
의 출간을 통해 실험의 데이터와 결과를 공유하게 되면 구름 씨뿌리기 과학과 관련된 나머지 불확실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

6.9 결론 및 권고사항
이 장에서는 일련의 물리적 과정이 집수규모 지역 그리고 계절 시간규모에 대해 강수량을 증가시킬 수 있
다는 증거를 제공하기 위해서 3장에서 설명한 인공증우에 관한 연구 결과의 규모확대(upscaling)와 관련된
당면과제를 다룬다. 대규모 실험을 시작하기에 앞서 지속적인 인공증우를 위해 후보지로 지목된 현장의 기
상환경 적합성을 입증하는 다양한 예비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효과적인 구름 씨뿌리기 조건은 매우 까다
롭고 적절한 장소는 지리적으로 그리고 계절에 따라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탐사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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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 연구는 강수량의 변동성을 기록하고 계절적 시간 규모로 목표지역 전체에 걸쳐 통계적으로 유의한
자연강수량의 증가를 탐지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추정하기 위해 과거 데이터를 사용한다.
지상의 강수량을 비롯하여 구름형성 과정은 자연적인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구름 씨뿌리기로 인한
강수량 증가의 물리적 근거를 감지 및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로 높이기 위해 세심한 설계와 관리가
필요하다. 광범위한 시간 규모와 공간 규모에서 자연적 변동성의 큰 "잡음(noise)"에 대한 인공증우의 비교
적 작은 "신호(signal)"를 감지하기 위해 특정 씨뿌리기 사건의 특성을 이와 유사하지만 씨뿌리기되지 않은
사건의 특성과 비교하는 무작위 실험을 수행해야 한다.
씨뿌리기 및 씨뿌리기하지 않은 사건의 강수량을 비교할 필요가 있고 또한 강수량을 증가시키는 모든 인
공증우의 물리적 과정의 순서를 나타내는 다양한 속성에 대해서도 비교가 필요하다.
현재 미세물리에서 종관규모에 이르기까지 모든 규모에 대한 관측 체계의 성능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어
서 지상, 항공기 및 위성 기기(instrument)를 사용하여 이러한 물리적 (화학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관찰할
수 있게 되었다. 씨뿌리기 영향에 대한 통계분석이 신뢰할 수 있고 효율적이 되기 위해서는 씨뿌리기가 가
능한 구름의 선택 과 무작위 씨뿌리기를 위한 상세한 프로토콜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프로토콜을 실험 기간 동안 정확하고 일관성 있게 준수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프로토콜에서 주
의해야 할 한 가지 측면은 관심지역 전체에 걸친 강우량과 같은 핵심 변수를 정확하고 일관성 있게 측정하
는 것이다. 특히 대류성 구름의 경우 이러한 측정에는 레이더가 포함되는데 레이더는 실험 기간 내내 정기
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검정되어야 한다.
구름 씨뿌리기 실험의 평가는 지상 강수량을 증가시키는 일련의 역학 및 미세물리과정에 대한 과학적 이
해에 기초하여 수행해야 한다. 현재 이와 관련된 겨울철 지형성 구름의 과정은 상당히 잘 알려져 있지만,
혼합상 대류운의 강수량 증가와 관련된 과정에는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 이러한 불확실성은 혼합상 대류운에 대해 수행된 집수규모의 인공증우 실험을 평가하는 것이 완전히 불
가능하지는 않더라도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오드화은과 같은 씨뿌리기 물질은 공식적으로는 독성으로 분류되지만 구름 씨뿌리기에 사용되는 외부
화학 물질은 일반적으로 너무 소량이어서 환경 중 유출된 이러한 화학 물질의 농도가 건강 문제를 야기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대규모 실험에는 환경 위험에 대한 세심한 감시와
평가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구름 씨뿌리기는 공간 및 시간의 측면 모두에서 지상 강우량의 재분포를 야기할 수 있는데, 이로부터 특
정한 환경 위험이 발생한다. 일부 구름 씨뿌리기 활동은 특히 강수량을 재분배(특히, 일부 도시 지역의 강수
량 감소를 위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특정 현장의 인공증우 활동이 씨뿌리기 당시 혹은 이후에 풍
하 영역에서 강수량 변화를 눈에 띄게 유발한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
집수규모의 실험은 언제나 구름 씨뿌리기의 경제적 이점을 입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연강수량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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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이 크기 때문에 구름계 및 목표지역이 명확하게 식별되고 고정되어 있는 겨울 지형성 구름 씨뿌리기에
서도 이러한 경제적 비용-편익분석은 간단하지 않다.
• 그러나 혼합상 대류운에 대한 씨뿌리기 효과에서 규모 확대를 이루는 것은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다. 이
는 부분적으로는 방법론의 물리적 기반이 불확실하기 때문이고, 또한 시공간적으로 대류성 구름이 극심
한 변동성을 갖기 때문이다.
현재 구름 씨뿌리기에 대한 과학적 기반, 특히 혼합상 대류운의 과학적 기반을 제한하고 있는 상당한 수준
의 불확실성에 대한 해결은 국제 과학 문헌에 관련 연구 결과와 많은 데이터를 통해 가속화 될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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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안정적인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은 새로운 위기를
맞았다. 많은 국가들이 인공증우 활동에 대한 수요를 표명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WMO 기상조절 전문가팀
은 2000년도 세계기상기구 워크숍 보고서와 2003년도 미국 국가연구보고서가 발표된 이후의 진전사항을
검토하게 되었다. 신중하게 결론이 내려졌고 인공증우 자체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하기 이전에 구름, 강수
및 대규모 대기 기능의 핵심 과정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의 증진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권고가 있었다.
본 보고서는 5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진전이 있었던 여러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다.
첫 장은 자연의 대기와 이로 인해 형성되는 구름에 대한 이해에서의 진전 내용을 요약한다. 이제는 단일
구름이라는 개념이 유용하지 않으며 종관환경이 모든 규모의 구름 형성과 발달을 결정한다는 대규모 3차
원적 맥락에서 구름을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대규모 오염과 국지적 오염은 대기수상체에 구름응
결핵과 빙정핵입자를 제공하는 대기 중 에어로졸 모집단을 결정한다.
• 얼음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지식이 특히 부족한데 이에는 빙정핵입자를 통해 얼음상이 형성되는 정확
한 경로에 대한 지식과 대기수상체가 그 형태 및 밀도 변동성으로 인해 성장해 가는 과정에 대한 지식 등
이 포함된다. 2차 빙정증식 과정은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일부 특정 과정에 대한 부족한 지식을 채우기 위한 추가 연구가 여전히 필요하지만, 가장 작은 구름이라도
함유하는 물의 무게(water loading)가 상업용 항공기 여러 대의 질량을 뛰어 넘고 규모가 큰 구름계에 관련
된 에너지는 인류의 가장 큰 무기가 가진 에너지를 능가한다는 것이 사실로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그림은
구름계의 질량 또는 에너지 균형의 조절을 통해 구름 또는 구름계에서 강수로 이어지는 연쇄 반응을 개시
하는 데는 위험이 뒤따를 수도 있는 엄청난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구름계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신중한 개입은 더욱 실현 가능한 전략을 제공해 줄 것이다.
자연 입자를 증가시키거나 대체하는 적절한 에어로졸 입자로 구름에 씨뿌리기하는 것은 그러한 "외과 수술
과 같은(surgical)"인 조작 기회를 제공해준다. 현재까지 가장 유의미한 결과는 겨울철 지형성 구름 중 이미
강수 발생 경향을 보이는 구름을 대상으로 한 항공기 기반의 빙정생성 씨뿌리기이다. 대류성 구름의 경우,
동적 상태의 큰 변동성과 기반 메커니즘의 지속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 이러한 구름 씨뿌리기의 결과가 확
정적이지는 않다. 대류성 구름은 빙정생성 또는 흡습성 물질들로 씨뿌리기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씨뿌리
기 물질 입자는 각자 다른 경로에서 자연 입자와 경쟁한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구름 안에서 씨뿌리기되는
위치와 시점이 가장 중요하며 이미 형성되어 있는 강우를 강화하는 것이 가장 유망한 접근방식인 것으로
보인다.
씨뿌리기 물질 입자의 크기, 화학 조성, 활성온도의 범위(빙정핵입자의 경우) 및 수 농도는 통제해야 할 중
요한 요소이며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입자 모집단이 가지는 보충적 역할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흡습성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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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기에 대해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볼 때 씨뿌리기 입자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에어로졸 입자보다
반드시 커야 하며 이 기준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연소탄용 씨뿌리기 물질의 개발이 필요하게 될 수도 있다.
이 장에서는 또한 명확한 과학적 근거가 없는 이온화 및 전기화(electrification)와 같은 다른 구름조절 접근
법도 기술하고 있다. 레이저 기술은 불포화 지역에서 구름방울을 만드는 데 성공했지만 이 물방울들은 전
체적으로 습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강우로 성장할 수 없었다. 대포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관측법의 발달은 그 다음 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구름의 기능과 씨뿌리기에 대한 이해에 큰 도움이 되
었다. 다양한 주파수의 레이더와 기타 능동 / 수동형 원격센서는 지상뿐만 아니라 항공기 플랫폼과 위성에
도 배치된다. 정교한 장비를 갖춘 연구용 항공기는 현장에서 구름 탐사를 가능하게 하며 실험실 및 풍동 실
험을 통해 소규모의 미세물리 과정에 대하여 발전된 지식을 얻게 되었다.
• 원격감지 기술의 빠른 발전속도를 고려할 때 파생된 기상 변수에 대한 정확하고 일관된 추정치를 제공할
수 있는 강력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5장에서는 구름모델링의 진행 상황을 설명한다. 대규모 기류에 내재된 전체 구름계에 대한 3차원 중규모
모델링이 이제 새로운 표준이 되었다. 이러한 모델은 대형 모델의 결과로 구동되며 중첩 능력을 통해 관심
구역을 확대해서 관찰 할 수 있게 해 준다. 뿐만 아니라 다중 모멘트 또는 빈(bin)으로 분해된 체계가 이러
한 역학과 결합되어 구름 미세물리를 훨씬 잘 이해할 수 있게 한다(하지만 여전히 제한됨).
• 그러나, 현재의 미세물리 체계에 대한 모델 결과의 민감성은 주요 미세물리 과정을 식별하고 이를 최적으
로 표현해 내기 위해 일련의 모델 상호 비교 프로젝트를 실시해야 함을 시사한다.
• 대부분의 체계(scheme)는 대기 중 배경 에어로졸 모집단을 물방울 및 빙정핵형성 시뮬레이션시 고려하지
않는다는 결점을 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측면은 씨뿌리기된 입자와 자연 입자의 경쟁 효과를 올바르
게 이해하는데 필수적이기 때문에 더욱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컴퓨터 기능의 급속한 진보를 통해
향후 수년 내에 이러한 3차원 중규모, 미세물리 및 씨뿌리기 과정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을 것이다.
2장~5장에서 자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구름 씨뿌리기를 이용하여 특정 지리적 위치에서 구름의 미세물
리를 변경하는 것은 구름 역학을 변경하고 그에 따라 강우를 조절하는 데 실현 가능한 전략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전반적인 물부족 상태에서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더 넓은 지역과 기간으로 씨뿌리기의 규모를 확대
해야 한다. 6장에서는 집수규모 지역에 대한 씨뿌리기 활동의 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해 엄격한 프로토콜을
제안하면서 이러한 규모 확대의 문제를 다룬다. 특히 우려되는 사항은 다른 장에서 이미 논의된 과학적 요
소의 일반화 외에도 집수역 공간 규모와 계절 시간 규모를 가지는 인공증우의 비용-편익 측면과 관련이 있
다. 또한 이러한 규모의 구름 씨뿌리기는 환경적 위험을 가질 수 있으므로 세심한 계획과 모니터링에 의해
관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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