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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청천난류 (CAT; clear air turbulence)는 조종사가 

그 발생을 예측할만한 사전 징후들 (e.g., 레이더 에코, 
구름의 발달 등) 없이 매우 짧은 시간 (약 몇 초 단위)
에 갑작스럽게 발생하기 때문에 그 예측이 어려우며, 
주로 약 6.6 km (20,000 ft) 이상의 순항고도에서 빈번

히 나타나므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이나 승

무원들에게 더욱 심각한 피해를 유발시킨다 (Ellord et 
al., 2003; Koch et al., 2005). 항공교통수요가 늘어남

에 따라 청천난류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는 점진적으

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항공수요가 가장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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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AT (clear-air turbulence) forecasting algorithm, the Graphical Turbulence Guidance (GTG) system developed at 
NCAR (national center for atmospheric research), is evaluated with available observations (e.g., pilot reports; PIREPs) 
reported in South Korea during the recent 5 years (2003-2008, excluding 2005). The GTG system includes several steps. 
First, 44 CAT indices are calculated in the domain of the Regional Data Assimilation and Prediction System (RDAPS) 
analysis data with 30 km horizontal grid spacing provided by KMA (Korean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Second, 
10 indices that performed ten best forecasting scores are selected. Finally, 10 indices are combined by measuring the 
score based on the probability of detection, which is calculated using PIREPs exclusively of moderate-or-greater 
intensity. In order to investigate the best performance of the GTG system in Korea, various statistical examinations and 
sensitivity tests of the GTG system are performed by yearly and seasonally classified PIREPs. Performances of the GTG 
system based on yearly distributed PIREPs have annual variations because the compositions of indices are different from 
each year. Seasonal forecasting is generally better than yearly forecasting, because selected CAT indices in each season 
represent meteorological condition much more properly than applying the selected CAT indices to all seasons. 
Wintertime forecasting is the best among the four seasonal forecastings. This is likely due to that the GTG system con-
sists of many CAT indices related to the jet stream, and turbulence associated with the jet stream can be activated mostly 
in wintertime under strong jet magnitude. On the other hand, summertime forecasting skill is much less than other 
seasons. Compared with current operational CAT prediction system (KITFA; Korean Integrated Turbulence Forecasting 
System), overall performance of the GTG system is better when CAT indices are selected season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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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미국의 경우, 날씨와 관련된 항공 사고 중 약 65%가 

난류 발생과 연관이 있으며, 이로 인해 매년 천만 달러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Sharman et al., 
2006). 또한, NTSB (National Transportation Safety 
Board)의 최근 보고서에서는 10년 동안 (1996~2005) 
날씨와 관련되어 발생한 운송용 항공기의 사고 중 심

각한 부상을 야기시킨 사고의 약 49% 정도가 난류 때

문 임을 언급하였다 (NTSB, 2009).
따라서, 항공선진국에서는 항공산업의 발달과 더불

어 청천난류의 예측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난류 발생 메커니즘에 근거한 여러 난류진단 지수들을 

개발해 왔다. Roach (1970)와 Keller (1990)는 제트기

류가 발달하거나 매우 큰 진폭을 가지는 상층 기압골 

근처에서 기압과 온위 좌표계에서 계산된 리차드슨 수

의 시간변화 함수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 지역들

이 유럽 및 미국 동부 지역에서 보고된 청천난류 발생 

지역과 일치함을 보였다. Ellord and Knapp (1992)은 

상층 기압골과 제트류 발달로 인한 난류 발생을 수식

화 한 TI (Turbulence Index) 지수를 개발하여, 미국 기

상청 (NMC; National Meteorological Center) 현업 모

델로 그 예측성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TI 지수의 예

측성이 발달하는 제트류 및 상층 기압골 지역에서 높

게 나타남을 보였다. 한편, Knox (1997)는 상층 기압

골 발달과 제트류 발생에 근거한 난류 지수들은 고기

압성 회전이 강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청천난류 발생을 

예측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음을 역설하였다. 이를 근거

로 하여 Kaplan et al. (2005; 2006)은 대규모 운동의 

비지균 흐름에서 유도된 고기압성 회전이 강하게 나타

나는 제트 입구 지역이 미국에서 보고된 인명 피해를 

유발시켰던 강한 난류 사례들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

는 종관 규모 운동의 특징임을 밝혔다. 또한, 이를 통해 

개발한 NCSU 2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지
수를 고기압성 회전이 강한 제트 입구 지역에 적용시

켜 그 예측성을 검증하였다. 한편, Koch and Caracena 
(2002)는 제트 출구 지역에서 관성 중력파의 발생과 

연관되어 나타나는 청천난류의 예측을 위해 UBF (unbalanced 
flow) 지수를 개발하였으며, 관측된 PIREPs (pilot re-
ports) 자료를 이용하여 그 예측성을 검증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난류 발생 메커니즘에 근거하여 여

러 난류 지수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었지만, 실제 항

공 실무자 및 조종사들에게 난류 예측에 대한 객관적

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어려움

이 존재한다. 특히, 어떠한 난류 지수가 실제 난류 발생

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 예
보자들의 경험에 따른 주관적인 예측 정보를 제공할 

소지가 있으며, 예보자들이 정해진 시간에 너무 많은 

기상정보를 해석해야 하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

서, 실용적인 차원에서 자동화 및 객관화된 난류 정보

를 생산하기 위해 현재까지 개발된 난류 지수들을 통

계적인 방법에 의해 자동으로 통합화시켜 예보하는 통

합난류 예측시스템 (ITFA; integrated turbulence fore-
casting algorithm; Sharman et al., 1999)이 개발되었

다. 한국에서도 한반도 상공에서 발생하는 청천난류의 

예측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를 도입하여 현업화 하였

다 (KITFA; Korea integrated turbulence forecasting 
algorithm; Lee et al., 2003). 

ITFA에서 예측된 난류 정보가 실제 항공산업에 종

사하고 있는 항공기 조종사, 항공 운항관리사, 그리고 

항공교통 통제사 등의 실무자들에게 “유용한” 또는 

“사용 가능한”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계산된 난류 예

측이 중강도 이상 (MOG; moderate or greater)의 난류

에 대해서는 최소한 “80% 이상”의 정확성을 확보해야 

하며, 무강도 (Null), 즉 난류가 발생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도 “85% 이상”의 정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Fahey, 
1993; Sharman et al., 2006). MOG 난류 예측성이 

80%를 넘지 않을 경우, 난류 발생 가능지역을 회피하

기 위해 항공기의 경로 및 스케줄 변경 등에 사용된 부

대 비용이 발생 할지 안 할지 모르는 난류 조우에 의한 

피해 비용에 비해 오히려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

서, 제안된 난류 예측 정보가 손실 비용을 경제적으로 

최소화하면서 항공기 안전운항에 “유용한” 정보가 되

기 위해서는 개발된 통합난류예측시스템의 구성요소

들 (e.g., PIREP 자료의 개수, 난류 지수들의 임계치 및 

가중치 등)이 그 시스템이 적용되는 지역에 최적화되

어 최상의 예측성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난류 예측

성 향상을 위해서 Sharman et al. (2006)은 기존의 총 

24개의 난류 지수만을 사용한 ITFA를 개선시켜 현재

까지 개발된 총 44개의 난류 지수들을 최적으로 통합

화하는 GTG (Graphic Turbulence Guidance) 시스템

을 개발하였다. 또한 새로 개발된 난류 지수들 [e.g., 
EDR (eddy dissipation rate; Frehlich and Sharman, 
2004), LHF (LightHill-Ford radiation; Knox et al., 
2008) 등]을 지속적으로 GTG 시스템에 추가 및 통합

시키고 있으며, GTG 시스템을 미국 실정에 맞게 최적

화 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통계적 방법을 이용해 난류 

지수들의 임계치 및 가중치를 개선시키고 있다 (Aberne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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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Kay et al., 2006; Takacs et al., 2004).
본 연구에서는 Part I에 이어 한반도 상공에서 발생

하는 청천난류에 대한 예측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
재 미국에서 현업으로 사용되고 있는 GTG 시스템을 

현재 기상청 현업 중규모 모델인 RDAPS (Regional 
Data Assimilation and Prediction System) 30 km 분
석장에 적용시켰다. 또한, GTG 시스템의 구성요소들

을 한국 실정에 맞게 최적화 시키기 위해, 다양한 민감

도 실험을 수행하였다. 우선, 최근 5년간 관측된 PIREP 
자료를 이용한 GTG 시스템의 예측 능력을 살펴보고, 
연별 그리고 계절별로 분류된 PIREP 자료를 바탕으로 

한 GTG 시스템과 그 예측성을 비교하였다. 또한, 각각

의 GTG 시스템에서 통합되는 난류 지수의 개수에 대

한 민감도 실험을 추가하였으며, 계절별로 분류된 PIREP 
자료를 이용한 GTG 시스템에 대해서는 관측 시간과 

모델 시간의 차이 (time window)에 대한 민감도 실험

도 수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GTG 시스템을 한국에 

적용시키는데 어떠한 구성요소가 가장 좋은 예측성을 

가지는지 알아 보았으며, 더욱 정확한 예측성을 확보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2. GTG 시스템

GTG 시스템은 크게 3가지 단계로 분리된다. 첫 번

째 단계는 개별 난류 지수를 수치모델 결과로부터 계

산하고 누적화하는 과정이다. 두 번째 단계는 서로 다

른 단위를 가지는 개별 난류 지수들을 관측된 난류 강

도에 따라 누적된 임계치를 이용해서 일괄된 단위로 

표준화시키는 과정이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개별 

난류 지수를 관측자료와의 일관성에 따라 가중치를 부

여하고 통합하는 과정이다.

2.1. 난류 지수 계산 및 누적화 과정

GTG 시스템은 우선, 수치모델에서 분석된 큰 규모 

운동이 실제 대기 상태를 충분히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수치모델에서 생산된 바람, 
온도 등의 변수를 이용해 총 44개의 난류 지수들을 모

든 격자점에서 계산한다. 참고로 난류 지수들 중 Part I
에 포함되지 않은 난류 지수에 대한 공식은 본 논문의 

첨부에 수록하였다. 대부분의 난류 지수들은 상층 기

압골 또는 제트류의 발달과 연관되어 개발되었지만, 

몇몇 지수들 [DTF3 (Marroquin, 1998), EDR 등]은 난

류 이론에 바탕을 두고 개발되었다. 따라서 어떠한 종

류의 청천난류도 GTG 시스템에서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Sharman et al., 2006). 또한, 어떠한 수치모델 

자료도 GTG 시스템의 초기 자료로 사용이 가능하지

만, 본 연구에서는 기상청 현업 중규모 모델인 RDAPS 
30 km 분석장을 기본 수치모델의 입력값으로 지정하

였다. 실제 GTG 시스템이 난류 예보에 적용될 때는 예

보장을 사용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최근 5년간 발생한 

청천난류에 대한 분석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기상청

에서 제공 가능한 RDAPS 30 km 분석장을 이용하였

다. 차후 예보장에 GTG 시스템이 적용될 때에는 본 연

구에서의 방법론이 똑같이 적용될 것이다. RDAPS 30 
km 분석장은 00과 12 UTC에 하루 두 번 생산되며, 수
평격자간격이 30 km인 190×170개의 격자로 구성되어 

있다. 연직으로는 1000~100 hPa 고도 사이에 총 22개

의 등압면으로 구성되어있다. 이렇게 계산된 각각의 난

류 지수들은 관측된 PIREP 자료와의 비교를 위해서 일

반적인 항공 순항고도인 20,000 ft (FL200; flight level 
200) 이상 고도에서 1,000 ft 간격으로 각각 내삽된다.

이렇게 내삽된 모든 난류 지수들의 값들은 서로 다

른 단위 및 범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일된 범위로 

맞추어 주기 위한 표준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서는 먼저, 관측된 각각의 난류 강도 [null (NIL), light 
(LGT), moderate (MOD), severe (SEV), extreme (EXT)]
에 대응하는 개별 난류 지수 값들의 누적분포 (PDF; 
probability density function)를 조사해야 한다. 00과 

12 UTC에서 계산된 개별 난류 지수들과 관측된 난류 

강도와의 1:1 대응을 위해서, 00과 12 UTC를 중심으

로 ±2시간 이내에 보고된 PIREP의 발생 지점과 가장 

가까운 격자점에서 계산된 개별 난류 지수들을 PIREP 
자료에서 관측된 난류 강도에 따라 따로 누적화시킨

다. 여기에서 사용된 PIREP 자료는 Part 1에서 사용된 

자료와 동일하다. 
Fig. 1은 2007년 1년간 관측된 PIREP 자료에서 각 

난류 강도에 대응되는 VWS (vertical wind shear) 지
수 값의 누적분포를 나타낸 그림이다. 파란색, 녹색, 빨
간색 선이 각각 NIL, LGT, MOD 강도의 누적분포를 

나타낸 것이며, 굵은 실선은 각 난류 강도 별 누적분포

의 평균된 지수 값을 나타낸 것이다. SEV와 EXT강도

에 대응하는 누적분포의 평균 지수 값은 SEV와 EXT
강도로 관측된 PIREP의 수가 최근 5년간 각각 2개, 0
개로 매우 작기 때문에 개별 난류 지수의 총 누적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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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상위 98, 99%에 해당되는 값으로 대체하였다. 여
기에서 유의할 점은 관측된 PIREP 자료의 표본들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개별 난류 지수의 각 난

류 강도 별 누적분포의 평균 지수 값이 달라진다는 것

이다. 예를 들어 연도별로 분류된 PIREP 자료를 바탕

으로 누적분포를 생산할 경우와 계절별로 분류된 

PIREP 자료를 이용할 경우에 비록 똑같은 난류 지수

지만 각 난류 강도에 대응되는 누적분포의 평균 지수 

값은 달라진다. 또한, 똑같이 계절별로 분류된 PIREP 
자료를 이용하더라도 00과 12 UTC를 중심으로 얼마

만큼의 시간 범위 (time window) 안에서 발생한 자료

를 이용하는지에 따라 그 누적분포의 평균 지수 값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GTG 시스템 구성요소의 변화

에 따른 GTG 시스템의 예측 능력에 대한 민감도 실험

은 4장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2.2. 난류 지수 표준화 과정

앞 단계에서 계산된 개별 난류 지수의 각 난류 강도 

별 누적분포의 평균 지수 값을 각각 T1 (NIL), T2 
(LGT), T3 (MOD), T4 (SEV), T5 (EXT)로 정의하고 

이를 이용해서 서로 다른 단위 및 범위를 가지는 개별 

난류 지수 값들을 하나의 단위로 표준화 하는 과정이 

이번 장에서 다룰 난류 지수 표준화 과정이다. 개별 난

류 지수의 T1, T2, T3, T4, T5값을 각각 0, 0.25, 0.5, 
0.75, 1과 1:1로 대응시키고 각 구간 사이에 서로 다른 

기울기를 가지는 선형 함수를 이용해서 개별 난류 지

수의 값들을 모두 0에서 1사이의 값들로 표준화 시켜

준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개별 난류 지수의 각 난류 강

도 별 누적분포의 평균 지수 값이 T1에서 T5로 가면서 

순차적으로 증가해야 Part I의 Fig. 1에서처럼 0에서 1
사의 값으로 표준화시키는 각 구간에서의 함수가 선형

적인 함수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개별 난류 지수에서 

구해진 T1, T2, T3, T4, T5의 값들이 순차적으로 증가

하는 값을 가지지 못하는 난류 지수의 경우, 그 난류 지

수가 PIREP에서 관측된 난류들을 난류 강도에 따라 

적절히 구분 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GTG 시스템

을 구성하는 난류 지수에서 제외시켰다.

2.3. 가중치 산정 및 통합과정

이번 단계는 0에서 1사이의 값으로 표준화된 44개

의 지수들 중에 관측된 청천난류에 대한 예측성이 가

장 뛰어난 10개의 난류 지수만을 추출해 내고, 추출된 

난류 지수들의 예측성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해 하나의 

변수 즉, GTG로 통합하는 과정이다. 여기서 GTG는 

앞서 언급한 GTG 시스템의 최종 단계를 거쳐서 나온 

난류 지수로써 그 변수의 이름이 KITFA에서와 같이 

시스템의 이름과 같다. 따라서, 이후로는 GTG 시스템

과 구분하기 위하여 GTG 변수를 Italic체로 사용할 것

이다. 먼저 개별 난류 지수들의 예측성은 MOG 강도의 

난류와 NIL 강도의 난류 (난류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
를 잘 구분하여 예측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PODY- 
PODN (probability of detection for yes and no) 곡선

의 면적을 이용해 추정하였다. 이 방법은 통계 검증 방

법론 중의 하나인 ROC (relative operating character-
istics) 곡선과 동일한 것으로써 주로 PIREP 자료를 이

용한 착빙 (Brown et al., 1997) 또는 청천난류 (Brown 
et al., 2000; Sharman et al., 2006; Tebaldi et al., 2002) 
예측성을 검증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어왔다. 모델 생산 

시간인 00과 12UTC를 중심으로 ±2시간 전후에 발생

한 PIREP 중 NIL과 MOG 강도를 가지는 관측지점의 

가장 가까운 격자점에서 계산된 난류 지수 값과 

PIREP 관측 표본들을 선정한다. 개별 난류 지수들의 

표본 최대 값과 최소 값 사이를 25개로 나누고 가장 낮

은 값에서부터 가장 높은 값으로 순차적으로 올라가면

서 각 값에 대한 PODY와 PODN을 각각 계산한다. 계

Fig. 1. PDF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of VWS (vertical
wind shear; s-1) for NIL (blue), LGT (green), and MOD (red)
intensity of CAT (clear-air turbulence) derived using 1-yr
PIREPs in 2007. NIL, LGT, and MOD denote null, light, and
moderate, respectively. Medians for individual intensities
are also depicted as vertical bold 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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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된 25개의 PODY와 PODN을 곡선으로 나타내면 이 

곡선 아래에 있는 면적 (AUC; area under curve)이 개

별 난류 지수의 예측성이 된다. 만약, 어떤 난류 지수가 

MOG 강도의 난류가 관측된 지점 및 시간에는 계속적

으로 높은 임계값을 가지고, 난류가 발생되지 않은 지

점 및 시간에는 낮은 임계값을 가진다면, 이 난류 지수

의 PODY-PODN 곡선은 우측 상단에 가까이 위치하

고, 따라서, 곡선의 면적이 1에 가까운 값을 가지게 된

다. 즉, PODY-PODN 곡선의 AUC가 1에 가까울수록 

MOG난류와 NIL난류에 대한 그 난류 지수의 예측성

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모든 난류 지수에 대

해, MOG와 NIL강도의 난류에 대한 예측성을 PODY- 
PODN 곡선의 AUC로 나타낼 수 있다. 

다음 과정은, 계산된 각 난류 지수들의 AUC의 값이 

높은 순서대로 즉, MOG와 NIL강도의 난류에 대한 예

측성이 높은 순서대로 10개의 난류 지수를 추출하고, 
(1)식으로 정의되는 가중치를 개별 난류 지수 마다 부

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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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n은 추출된 개별 난류 지수의 순서를 나타내

며 개별 난류 지수의 가중치 편차를 높이기 위해서 각

각의 AUC를 제곱한 값을 이용해 가중치를 계산하였

다 (Sharman et al., 2006). 
한편 이렇게 계산된 개별 난류 지수에 대한 가중치

는 이를 계산하는데 사용된 PIREP 자료의 표본이 바

뀌지 않는 한 모든 사례에 대해 계속적으로 똑같은 가

중치를 사용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Cornman et al. 
(2004)은 항공기에 탑재된 in-situ 난류 관측자료를 이

용해 실제 대기 중에서 관측되는 MOG 난류가 발생되

는 부피가 난류가 발생하지 않는 부피의 0.1%에도 미

치지 못 할 정도로 매우 작으며, 이는 PIREP으로 관측

된 자료에서 나타나는 MOG와 NIL과의 비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작은 값임을 역설하였다. 즉, PIREP 
표본 자료만을 이용한 개별 난류 지수의 AUC를 가중

치로 이용 할 경우 그 현실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점

을 언급하였다. 따라서, Sharman et al. (2006)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매 사례 시간의 모델 전체 격자부피

에 대한 개별 난류 지수의 MOG 부피의 비율을 감안한 

식 (2)의 가중치를 이용해 개별 난류 지수의 가중치를 

매 사례마다 달리 적용하여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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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TSS (True Skill Score) = 개별 난류 지수의 

평균 PODY + PODN -1이며 TSS값이 1에 가까우면 

난류 지수의 예보능력이 높다는 것이고, 0일 경우 예보

능력이 없고, -1일 경우 반대 예보능력이 높다는 뜻이

다. 그리고 식 (2)에서 C = 1, p = 0.25이고, f MOG는 매 

사례 시간 모델 전체 격자부피에 대한 개별 난류 지수

의 MOG 부피의 비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매우 작은 MOG 비율을 가지는 난류 지수에 대해 더 

많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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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부여된 개별 난류 지수의 가중치를 식 (3)을 이

용해 모든 격자점에서 표준화된 난류 지수 값 ( *
nD )과 

곱하고, 계산된 모든 난류 지수의 값들을 하나의 GTG 
값으로 통합해 준다. 본 연구에서는 GTG를 계산할 때 

식 (1)의 각 난류 지수 별 AUC를 가중치로 계산한 

GTGC (GTG climatology)와 식 (2)의 각 난류 지수 별 

MOG 부피를 고려한 GTGD (GTG dynamic)로 나누

어 두 GTG의 예측성을 함께 살펴보았다. 한편, GTG 
시스템의 예측성을 최적화 하기 위해 난류 지수들의 

예측성이 좋은 순서대로 나열 할 때, 물리적으로 비슷

한 의미를 지니는 지수들이 중복해서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중에서 가장 예측성이 좋은 지수만을 포

함시키고 나머지는 제외시켰다. 예를 들어 VWS와 Ri
가 예측성이 가장 좋은 10개의 난류 지수들에 포함되

어 있을 경우, Ri 지수 안에 VWS가 포함되어 있어 중

복되기 때문에, 둘 중에 예측성이 더 좋은 지수만을 

GTG를 구성하는데 사용하였다. TI1 지수와 TI2, 그리

고 DEF (deformation) 지수가 모두 있을 경우에도 TI 
지수 안에 DEF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셋 중에 예측성

이 가장 좋은 지수만을 GTG에 포함시키고 차 순위에 

있던 다른 지수들을 GTG를 구성하는 난류 지수로 포

함시켰다. 
이렇게 계산된 GTGC와 GTGD는 앞서 각 난류 지

수들의 예측 능력을 살펴볼 때와 동일하게 PODY- 



274 한국의 청천난류 예보 시스템에 대한 연구 Part II: Graphical Turbulence Guidance (GTG) 시스템

PODN 곡선의 AUC를 구하여 그 예측성을 살펴 볼 것

이다. 또한, 여기에서 유의할 점은 같은 PIREP자료의 표

본을 이용한 GTGC와 GTGD라 할 지라도, 통합되는 난

류 지수의 개수에 따라 GTGC와 GTGD의 예측 정확성

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GTG 시스템

의 민감도 조사도 3장과 4장에서 동시에 살펴볼 것이다.

3. GTG시스템의 적용

3.1 5년간 수집된 PIREP자료를 이용한 GTG 시스템

Table 1은 5년간 한국에서 관측된 PIREP 자료를 이

용해서 GTG 시스템을 만들었을 때 MOG와 NIL강도

에 대한 예측성이 가장 좋은 10개의 난류 지수들의 이

름과 단위, 각각의 난류 강도에 대응되는 T1, T2, T3, 
T4, T5 임계값들, 그리고 PODY-PODN 곡선의 AUC 
값을 나타낸 표이다. CP 지수 (Colson-Panofsky; Colson 
and Panofsky, 1965)가 0.722의 AUC값으로 가장 높

은 예측성을 보였으며, DTF3가 0.708로서 뒤를 이었

다. GTGC와 GTGD의 AUC는 각각 0.674와 0.671을 

보여 GTGC가 GTGD보다 다소 좋은 예측성을 보였으

나, GTGC와 GTGD모두 CP 지수의 예측성인 0.722보

다 낮은 예측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GTGC와 GTGD의 예측성이 개별 난류 지수의 예측

성보다 떨어지는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 Fig. 2a와 b에 

각각 연도별, 계절별 GTGC와 GTGD의 난류 예측성

을 따로 나타내었다. 먼저, 연도별 예측성을 살펴보면 

GTGC와 GTGD 모두 그 예측성의 연 변동성이 존재

함을 알 수 있다. GTGC와 GTGD 모두 2003년에 그 

예측성이 각각 0.593, 0.6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2007년에는 각각 0.71, 0.70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으

로써 AUC의 최대 연 변동성이 각각 0.117, 0.103으로 

나타났다 (Fig. 2a). 한편, 계절별 예측성에서는 GTGC
와 GTGD의 각 계절별 변동성이 연 변동성 보다 더 크

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GTGC와 GTGD 모두 겨

울철에 그 예측성이 0.77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가
을철에는 각각 0.633, 0.634로 가장 낮게 나타남으로

써 AUC의 최대 계절별 변동성이 0.146, 0.145로 나타

났다 (Fig. 2b). 이처럼 GTGC와 GTGD의 난류 예측성

에 대한 연도별, 계절별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것은 

한반도 상공에서 청천난류를 발생시키는 요인들이 연

도별로 또는 계절별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

서 연도별 또는 계절별로 분류된 PIREP 자료를 이용한 

GTG 시스템의 예측성에 대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GTG 시스템에서 제안된 난류 예측성이 실제 

항공실무 종사자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기 위해서

는 MOG강도 이상의 난류에 대한 AUC가 최소한 0.8 
이상을 보여야 한다. 이번 장에서 살펴본 5년간 PIREP 
자료를 이용한 한국에서의 GTG 시스템은 5년 전체, 
연도별, 계절별로 구성된 GTG 시스템의 예측성이 모

두 0.8을 넘기지 못했다. 따라서, GTG 시스템이 한국

에서 실용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관측된 PIREP 자
료에 최적화된 GTG 시스템의 구성요소를 찾아야 한

다. 3장과 4장에서는 각각 연도별, 계절별로 분류된 

PIREP 자료를 이용해서 GTG 시스템의 예측성을 더

욱 자세히 살펴보겠다.

Table. 1. Thresholds (T1, T2, T3, T4, and T5) corresponding to null, light, moderate, severe, and extreme turbulence categories
and AUC (area under curve) value of PODY-PODN performance statistics for top 10 diagnostics derived using 5-yrs 
(2003-2008, excluding 2005) PIREPs. Formulations of all indices are in Appendix of Part I and current papers.

Index Units T1 T2 T3 T4 T5 AUC
CP kt2 0 31 73 254 385 0.722
DTF3 m2s‐2 0.6 0.9 1.4 3.1 4.3 0.708
‐Ri ‐ ‐37 ‐5 ‐0.7 ‐0.4 0.8 0.693
TI1 s‐2 2.7×10‐7 3.9×10‐7 5.2×10‐7 1.3×10‐6 1.9×10‐6 0.687
Fθ m2s‐3K‐2 4.1×10‐5 7.2×10‐5 1.2×10‐4 3.0×10‐4 4.8×10‐4 0.682
Dutton ms‐1km‐1 25 30 37 75 100 0.675
Brown2 cm2s3 0.3 0.5 0.8 2 3.5 0.656
EDR m2/3s‐1 0.005 0.01 0.02 0.04 0.06 0.625
NGM2 ms‐2 2.5×10‐7 3.3×10‐7 4.5×10‐7 7.4×10‐7 9.2×10‐7 0.623
HTG Km‐1 1.0×10‐5 1.2×10‐5 1.5×10‐5 2.5×10‐5 3.5×10‐5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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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1년 단위 PIREP 자료를 이용한 GTG 시스템

Fig. 3은 각 연도별로 분류된 PIREP 자료를 이용해 

구성한 GTGC와 GTGD 시스템의 PODY-PODN 곡선

을 굵은 실선으로, 그리고 연도별로 가장 높은 예측성

을 보이는 10개의 난류 지수의 PODY-PODN 곡선을 

점선으로 나타낸 그림이다. GTGC와 GTGD 둘 다 

2004년 그 예측성이 각각 0.637, 0.4로서 가장 낮게 나

타났으며, 2008년에는 0.731, 0.728로 가장 높게 나타

났다. 2003년과 2008년을 제외하고 GTGD가 GTGC

보다 다소 높은 예측성을 보였지만, 그 차이는 약 

0.01~0.02 정도로서 크게 나타나진 않았다. Table 2에
는 각 해마다 분류된 PIREP 자료를 이용했을 때, 각 해

마다 가장 높은 예측성을 보인 10개의 난류 지수 이름

과 AUC값을 나타낸 표이다. 각 해마다 보고된 MOG
와 NIL PIREP의 사례를 살펴보면, 2003년의 경우 수

집된 MOG PIREP 사례가 33개로 가장 낮았으며, 
2007년 63개로 가장 많은 사례가 보고되었다. NIL 
PIREP은 2004년에 773개로 가장 낮았으며, 2003년에 

997개로 가장 많은 사례가 보고되었다. 이처럼, 매 해

(a)

(b)

Fig. 2. PODY and PODN performance statistics of (a) each year GTGC (left) and GTGD (right) and (b) each season GTGC
(left) and GTGD (right) derived using 5-yrs (2003-2008, excluding 2005) PIREPs. In (a), curves of total, 2003, 2004, 2006,
2007, and 2008 are depicted as black solid, blue, red, purple, gray, and green dashed lines, respectively. In (b), curves of
total, DJF, MAM, JJA, and SON are depicted as black solid, blue, red, purple, and green dashed lines, respectively. The values
of AUC for GTGC and GTGD are written in parentheses in each p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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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다 PIREP 자료의 표본이 달라지고, 그에 대한 난류 

발생요소가 달라지면서 GTG 시스템을 구성하는 난류 

지수들도 Table 2에서 보는 것처럼 달라지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GTGC와 GTGD의 예측성이 가장 낮았

던 2004년의 경우 CCAT 지수 (Clark’s CAT; Vogel 
and Sampson, 1996)가 0.652로 가장 높은 예측성을 

보였지만, 다른 해에 비해서 가장 낮은 예측성을 나타

냈다. 반면, 2008년 EDR지수는 0.761로 가장 높은 예

측성을 보였다. 4년 이상 GTG 시스템의 구성요소로 

나타난 난류 지수들 (Table 2에 회색으로 표시된 난류 

지수들)은 1년에 약 4개 정도로 나타났으며, 5년 동안 

지속적으로 GTG 시스템에 구성된 난류 지수는 CP 지
수로 나타났다.

이처럼 연도별로 가장 좋은 예측성을 보이는 난류 

지수들이 달라진다는 것은, 즉 GTG 시스템을 구성하

는 난류 지수가 매 해마다 바뀌는 것은 비록 GTG 시스

템에 난류 이론의 입각하여 만들어진 지수들이 존재하

지만, 한국 상공에서 발생되는 청천난류 발생 메커니

즘이 매 년 달라지기 때문이며 이를 충분히 감지할 만

큼의 좋은 난류 지수가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

으로 해석된다. 또한, GTG 시스템의 예측성이 전반적

으로 가장 좋은 예측성을 보이는 1개의 난류 지수에 비

해 낮은 값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에서 

GTG 시스템을 적용하는데 10개의 난류 지수를 통합

하여 구성하는 것이 예측성이 가장 좋은 것인지를 살

펴보기 위해, 각 해마다 GTG 시스템을 구성할 때 구성

된 난류 지수의 개수에 따른 민감도 실험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Fig. 4의 왼쪽에 나타냈다. 또한, 예보적 관

점에서의 난류 예측성을 살펴보기 위해, 현재 구성된 

GTG 시스템이 앞으로의 예보에 얼마나 좋은 능력을 

보이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앞 선 해에서 구

성된 GTG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듬 해에 적용을 시켰

(a) (b)

(c) (d) (e)

Fig. 3. PODY-PODN performance statistics of GTGC (blue bold), GTGD (red bold), and individual diagnostics (black dash-
ed) listed in Table 2 derived using 1-yr PIREPs in (a) 2003, (b) 2004, (c) 2006, (d) 2007, and (e) 2008. The values of AUC
for GTGC and GTGD are written in the bottom of each p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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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 얼마나 좋은 예측능력이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2003, 2004, 2006, 2007년 PIREP으로 구성된 각각의 

GTG 시스템을 2004, 2006, 2007, 2008년에 각각 적

용하여 그 결과를 Fig. 4의 오른쪽에 나타냈다.
Fig. 4의 왼쪽을 먼저 살펴보면, 우선, 2003년 10개 

난류 지수로 구성한 GTGC의 예측능력이 0.648로써 

0.658로 가장 좋은 예측능력을 가진 Ri 지수 (Table 2)
에 비해 낮게 나타났지만, 5개로 구성된 GTGC의 경우 

0.659로서 2003년 GTGC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5개로 구성된 GTGD의 경우 0.661로 GTGC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2004년에는 2개로 구성된 GTGC와 

GTGD가 각각 0.675와 0.677로서 가장 좋은 예측능력

을 보인 CCAT 지수 (0.652; Table 2) 보다 높게 나타

났으며, 2006년에는 GTGC에서는 2개로 구성된 경우 

0.720, GTGD는 3개로 구성된 경우 0.726으로 가장 좋

은 예측능력을 보인 CP 지수 (0.685; Table 2)보다 높

게 나타났다. 2007년은 9개로 구성된 GTGC와 GTGD
가 각각 0.723, 0.707로써 GTGC는 가장 높은 예측능

력을 보인 Fθ 지수 (Frontogenesis function; Bluestein, 
1993) (0.721; Table 2)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지만, 
GTGD는 더 낮게 나타났다. 2008년은 가장 좋은 예측

성을 보인 EDR 지수의 0.761이 모든 GTGC와 GTGD 
보다 가장 높은 예측성을 보였다. 한편, Fig. 4의 오른

쪽에 보인 GTG 시스템의 이듬해 난류 예측성은 전반

적으로 같은 해에 대한 난류 예측성에 비해 그 수치가 

현저하게 낮아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으며, 이는 Table 
2에 나타나는 것과 같이 매 해마다 최적화된 GTG 시
스템을 구성하는 난류 지수들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즉, 현재해의 GTG 시스템을 이용해 이듬해 예보에 적

용시킬 경우 이듬해에는 최적화되지 않은 난류 지수들

로 GTG 시스템이 구성되어 그 예측성이 떨어지는 것

으로 분석된다.
요약하면, 한국 상공에서 발생한 청천난류에 대해 

최근 5년간 수집된 PIREP 자료를 이용해 GTG 시스템

을 구성했을 경우 그 예측성이 실제 항공 실무자가 사

용하기에 적합할 정도의 수치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예측성의 연 변동성 또한 크게 나타났다. 이에 대한 원

인을 살펴보고자 각 연도별로 분류된 PIREP 자료를 

이용해 GTG 시스템을 구성하였고, 그 결과 매 해마다 

청천난류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달라지면서, GTG 시
스템을 구성하는 난류 지수들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

였다. 한국에서 발생한 청천난류의 예측에 있어 GTG 
시스템의 적용은 기존에 미국에서 사용하는 GTG처럼 

연도별로 수집된 PIREP 자료를 이용하기 보다 다른 

방법을 이용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한국의 지정학적 특성상 큰 규모 대기운동이 계

절적으로 변동하는 것에 착안하여, 계절적으로 분류된 

PIREP 자료를 이용한 GTG 시스템을 구성하여 그 예

측성을 검토할 것이다.

3.3 계절별 PIREP 자료를 이용한 GTG 시스템

이번 장에서는 5년간 4계절 [DJF (December, January, 
February), MAM (March, April, May), JJA (June, 
July, April), SON (September, October, November)]
로 분류된 PIREP 자료를 이용해 GTG 시스템을 구성

Table 2. Index name and AUC of PODY-PODN performance statistics for top 10 diagnostics at each year derived using
PIREPs in each year. The number of MOG and null PIREPs at each year is written in a parenthesis. Indices selected for
at least 4 years are shaded. Formulations of all indices are in Appendix of Part I and current papers.

2003 (33/997) 2004 (39/773) 2006 (45/878) 2007 (63/921) 2008 (57/758)
Index AUC Index AUC Index AUC Index AUC Index AUC

-Ri 0.658 CCAT 0.652 CP 0.685 Fθ 0.721 EDR 0.761
Endlich 0.626 Brown1 0.643 -Ri 0.677 -Ri 0.677 |DIV| 0.698
Fp 0.614 TI1 0.637 DTF3 0.669 CP 0.669 TI1 0.688
DTF3 0.612 CP 0.635 Fz 0.630 Dutton 0.648 NGM2 0.670
HTG 0.605 EDR 0.627 SCATR 0.625 TI2 0.632 Fθ 0.655
Brown2 0.588 DTF3 0.612 Brown2 0.613 RoL 0.630 Brown1 0.652
Dutton 0.566 NGM1 0.610 Dutton 0.584 DTF3 0.627 CP 0.639
SCATR 0.556 Fp 0.605 TI1 0.552 Brown2 0.614 -Ri 0.637
CP 0.556 IAwind 0.601 Endlich 0.547 EDR 0.592 IAwind 0.605
RoL 0.545 Dutton 0.594 LAZV 0.533 NCSU2 0.578 HTG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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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그 예측성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추가적으로 

GTG 시스템을 구성하는 난류 지수의 개수에 대한 민

감도 실험과 00과 12 UTC 모델 시간을 중심으로 얼마

만큼의 시간 범위에 대한 PIREP 자료만을 GTG 시스

템에서 이용할 것인가 하는 time window에 대한 민감

도 실험도 동시에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계절별 

GTG 시스템의 연 변동성을 살펴보기 위해 각 계절별 

PIREP 자료를 각 연도별로 다시 나누어 계절별 GTG 
시스템의 연 변동성을 살펴보았다. Table 3은 GTG 민
감도 실험에 사용된 5년 동안 각 계절별 time window

에 대한 MOG와 NIL 강도의 PIREP 개수를 나타낸 표

이다. 계절별 MOG 난류 사례는 봄철 (MAM) 모든 

time window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이는 한반도 

상공의 시·공간적 청천난류 분포 결과와 일치하였다 

(Kim and Chun, 2008). ±1, 2시간 time window일 때 

겨울철 (DJF)이 두 번째로 많은 것을 제외하고, 여름철 

(JJA)이 두 번째, 그리고 가을철 (SON)이 모든 time 
window에서 가장 작은 MOG 사례를 가지고 있었다. 
여름철 MOG 난류 사례가 ± 2시간 time window에서 

±3 시간으로 늘어나면서 2배 이상 급격히 늘어난 이유

(a)

(b)

Fig. 4. AUC for (a) GTGC and (b) GTGD as a function of the number of combined indices derived using 1-yr PIREPs in 
the current year (left) and in the previous year (right). Curves of 2003, 2004, 2006, 2007, and 2008 are depicted as gray, 
purple, blue, red, and green line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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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Fig. 5에서 알 수 있듯이 time window가 증가하면

서 하루 중 대류 운동이 활발한 낮 시간대 (02~10 
UTC) 가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계절별 NIL 사
례의 분포는 모든 time window에서 겨울철이 가장 많

았고, 두 번째는 가을철, 세 번째는 봄철, 그리고 마지

막으로 여름철 순으로 나타났다.
Fig. 6은 5년간 PIREP 자료를 계절별로 분류해 

GTG 시스템을 구성했을 때, 통합되는 난류 지수의 개

수와 time window에 대한 각 계절별 GTGC의 AUC를 

나타낸 그림이다. GTGD의 경우 GTGC와 유사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GTGC 만을 이용해 설명하도록 하겠

다. 평균적으로 겨울철 GTGC의 예측성이 0.827로서 

다른 계절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가을철 

0.718, 봄철 0.688,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름철이 0.654
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모든 계절에서 time win-
dow가 작아질수록, 즉 모델 시간과 관측 시간이 비슷

해 질수록 그 예측성이 높아졌다. 겨울철은 time win-
dow가 ±6 시간에서 ±1 시간으로 줄어들면서 0.803에

서 0.839로 높아졌으며, 봄철은 0.677에서 0.733으로 

높아졌고, 가을철은 0.705에서 0.715로 높아졌다. 여
름철은 ±2 시간 time window가 ±1시간보다 예측성이 

더 높았는데, ±6 시간에서 ±2시간으로 줄어들면서 

0.650에서 0.681로 높아졌다. 특히, 여름철에는 time 
window가 ±2시간에서 ±3시간으로 가면서 GTGC의 

예측성이 0.681에서 0.64로 현저히 떨어졌다. 이는 

time window가 늘어나면서 하루 중 대류 발달이 활발

한 낮 시간 (02~10 UTC)대에 발생한 난류 사례가 많

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즉, 비록 계절별 분류된 

PIREP을 이용하여 GTG 시스템을 구성하더라도 대류 

활동과 관련된 청천난류 발생은 GTG 시스템이 제대

로 예측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통합되는 난류 지수의 개수에 대한 GTGC의 예측성

을 살펴보면 1개 즉, 계절별 난류 예측성이 가장 좋은 

하나의 난류 지수만 이용한 것보다 2개 이상 이용했을 

때 그 예측성이 더 좋아짐을 알 수 있다. 각 계절별로 

GTGC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예측 능력을 보이는 

time window와 통합되는 난류 지수 개수의 조합을 살

펴보면, 겨울철에는 time window가 ±2 시간이고, 3개

의 난류 지수로 GTGC를 구성했을 때 PODY-PODN
의 AUC가 0.86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봄철에는 

time window가 ±1 시간이고 3개의 난류 지수로 GTGC
를 구성했을 때 AUC가 0.74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

다. 한편, 여름철에는 time window가 ±2 시간이고, 2
개의 난류 지수로 GTGC를 구성했을 때 AUC가 0.702
로써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을철에는 time window
가 ±1시간이고 2개의 난류 지수를 이용했을 때 AUC
가 0.809로써 가장 높게 나타났다.

Fig. 7은 5년간 계절별로 분류된 PIREP 자료를 이

용했을 때 각 계절별로 가장 좋은 예측성을 보이는 조

합일 때의 GTGC와 GTGD를 굵은 실선을 표시한 것

이며, 그 때의 각 난류 지수의 PODY-PODN 곡선을 실

선으로 표시하였다. 모든 계절에서 개별 난류 지수 

AUC에 비해 GTGC와 GTGD의 AUC가 가장 높게 나

타남을 확인 할 수 있다. Table 4는 GTG 시스템이 가

장 좋은 예측성을 보일 때의 각 계절별 GTG 시스템을 

Table 3. The number of MOG and null PIREPs during DJF (December, January, and February), MAM (March, April, and
May), JJA (June, July, and August), and SON (September, October, and November) as a function of time window. The time 
window is defined as the time difference from 00 and 12 UTC.

Year ±1 hr ±2 hrs ±3 hrs ±4 hrs ±5 hrs ±6 hrs
DJF 44/925 55/1398 77/1889 90/2543 96/2707 112/2895

MAM 54/761 90/1220 118/1576 143/1919 147/2058 167/2221
JJA 34/444 53/757 108/1101 113/1367 115/1489 121/1628

SON 28/572 39/952 58/1238 68/1564 75/1758 80/1921
Total 160/2702 237/4327 361/5804 414/7393 433/8012 480/8665

Fig. 5. Hourly distributions of number of NIL and MOG
PIREPs observed in 5 years (2003-2008, excluding 2005). To
clarify, the number of MOG PIREPs is multiplied by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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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는 난류 지수의 이름과 AUC 값을 각각 나타낸 

것이다. 3.2장에서 연도별로 분류된 PIREP 자료를 이

용한 GTG 시스템의 경우, 그 예측성이 매년 가장 좋은 

예측성을 보이는 하나의 난류 지수보다 낮았던 반면

에, 이번 장에서 구성한 각 계절별로 분류된 PIREP 자
료를 이용한 GTG 시스템의 예측성은 각 계절별로 가

장 좋은 예측성을 보이는 난류 지수보다 더 높은 수치

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겨울철의 경우 0.863으로

써 가장 예측성이 좋았던 Fθ 지수의 0.827 (Table 4)에 

비해 높았으며, 봄철도 0.746으로써 가장 예측성이 좋

았던 Ri 지수 (0.739; Table 4)에 비해 높았다. 여름철

의 경우, 0.701로써 가장 예측성이 좋았던 TI2 지수 (0.682; 
Table 4)에 비해 높긴 했지만 향상된 정도는 다른 계절

에 비해 가장 낮았으며, 반면, 가을철은 0.809로써 가

장 예측성이 좋았던 DTF3 지수 (0.711; Table 4)에 비

해 높았고, 다른 계절에 비해 가장 큰 폭으로 예측성이 

향상되었다. 이는 단일한 물리적 의미를 가지는 하나

의 난류 지수로는 모든 종류의 난류 발생을 충분히 예

측할 수 없는 단점을 서로 다른 물리적 의미를 가지는 

여러 난류 지수를 조합함으로써 그 예측성이 향상되었

Fig. 6. AUC for GTGC as a function of time window and the number of combined indices derived using seasonally distributed
PIREPs during (a) DJF, (b) MAM, (c) JJA, and (d) SON. Averaged number of AUC for each season is written in parentheses
on the top of each p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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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계절별로 분류된 GTG가 연도별 

GTG 보다 예측성이 전반적으로 좋았던 것으로 미루

어 볼 때 대규모 대기운동의 계절 변화를 고려한 GTG 
시스템의 구성이 한국에서의 청천난류 예측에 더 타당

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Fig. 2b에 보였던 5년간 

PIREP 자료를 이용하여 구성된 GTGC의 각 계절별 

예측성과 Fig. 7에 보인 계절별로 분류된 PIREP 자료

를 이용하여 구성된 GTGC의 예측성을 비교해 보면, 
겨울, 봄, 여름, 가을철에 계절별로 분류된 PIREP을 이

용한 GTGC가 각각 0.863, 0.746, 0.702, 0.809로써 5
년간 PIREP을 각 계절별로 적용한 GTGC의 0.779, 

0.659, 0.685, 0.633에 비해 그 예측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계절별 PIREP 자료를 이용해 구성한 GTG 시스

템의 예측성 향상 정도는 가을철이 0.176으로 가장 높

았던 반면, 여름철이 0.017로써 가장 낮았다. 이는 비

록, 계절별로 PIREP 자료를 분류하더라도, 여전히 GTG 
시스템이 여름철 발생하는 대류운과 관련된 청천난류

에 대해 적절히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번 장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계절별로 분류

된 PIREP을 이용하여 GTG 시스템을 구성할 경우 겨

울철과 가을철의 예측성이 0.8을 넘겼다는 것이다. 이
는 GTG 예측성이 실제 항공 실무자들에게 “유용한” 

(a) (b)

(c) (d)

Fig. 7. The same as Fig. 3 except for (a) DJF, (b) MAM, (c) JJA, and (d) SON. Individual CAT indices selected in each season
are listed in 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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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류 예측 정보가 될 수 있을 만큼 그 정확성이 뛰어나다

는 것이다. 하지만, 봄철과 여름철의 경우, 비록 GTG 시
스템이 단일 난류 지수를 이용한 예측성과 5년간 PIREP
을 이용해 계절별로 예측한 결과보다 더 향상된 정확성

을 확보하였지만, 여전히 그 정확성이 실제 항공 실무자

들에게 실효성이 있기에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GTG 시스템을 구성하는 44개의 난류 지수들이 대

부분 상층전선, 제트기류의 발달 등과 관련된 지수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제트류의 강도가 가장 

강한 시기인 겨울철에 GTG의 예측성이 가장 높았던 것

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모든 계절에 대해서 한국 실정에 

최적화 된 GTG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여름철 대

류 활동과 관련된 청천난류 발생을 적절히 예측할 수 있

는 난류 지수의 개발이 필요 한 것으로 분석된다.
Fig. 8은 각 계절별 분류된 PIREP 자료를 이용한 각 

계절별 GTG 시스템의 예측성을 연도별로 다시 나누

어 각 계절에서의 각 연도별 PODY-PODN 곡선을 나

타낸 그림이다. 각 계절에서 각 연도별로 MOG PIREP
의 개수가 5개가 넘지 않는 해의 PODY-PODN 곡선은 

그 표본이 매우 작은 관계로 생략하였다. 각 계절별 연 

변동성은 겨울철에 0.177로써 가장 높았으며, 가을철

에 0.067로써 가장 낮았다. 또한, 겨울철의 경우 2008
년에 그 예측성이 0.745로서 0.8보다 낮았으며, 가을

철에도 2004년에 그 예측성이 0.757로써 0.8보다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계절별로 분류된 PIREP을 이용해 

구성된 GTG 시스템의 경우에도 연 변동성이 크게 나

타나므로, 각 계절별로 분류된 모든 해에 대한 PIREP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한국에서의 청천난류 예측에 최

적화된 GTG 시스템의 구성임을 알 수 있었다.

3.4. KITFA와 GTG의 예측성 비교

이번 장에서는 Part I에서 개선된 KITFA 시스템과 

본 연구에서 수행한 GTG 시스템의 연구 결과를 간략

하게 비교해 보겠다. KITFA 시스템과 GTG 시스템의 

중요한 차이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1) 계산되는 청천난류 지수의 개수 (KITFA: 12/24

개, GTG: 10/44개).
2) 가중치의 계산방법 [KITFA: root-mean-square 

(RMS), GTG: PODY-PODN 곡선의 AUC 및 MOG 
강도의 비율 고려].

3) 난류지수 선정 방법 (KITFA: PODY-PODN 곡
선의 AUC가 가장 높은 12개의 지수 선정, GTG: 
KITFA와 동일하나 각 난류 지수 PDF의 T1~T5값이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지수만 고려하였고, 물리적으로 

중복되지 않는 지수 만을 고려).
Table 5는 전체 5년간 PIREP 자료와 연도별로 분류

된 PIREP 자료, 그리고 각 계절별로 분류된 PIREP 자
료를 이용해 구성된 KITFA와 GTGC의 예측성을 나타

내는 PODY-PODN 곡선의 AUC를 나타내는 표이다. 
시스템의 차이에 따른 예측성만을 비교하기 위해 

GTG는 ±2시간 time window일 때 10개의 난류 지수

로 구성된 GTGC의 AUC값과 KITFA의 AUC값을 비

교하였다. 전체 5년간 PIREP을 이용해 구성된 KITFA
와 GTGC의 예측성은 KITFA가 0.691, GTGC가 0.674
로써 KITFA가 GTG보다 0.017 더 높은 AUC 값을 보

였다. 연도별로 분류된 PIREP을 이용한 KITFA와 

GTGC의 예측성을 비교해보면, 2003년에는 KITFA가 

0.651로써 GTGC의 0.648보다 0.003 더 높았고, 2004

Table. 4. The same as Table 2 except at each season. CAT indices selected in all seasons are shaded.
DJF (55/1398) MAM (54/761) JJA (53/757) SON (28/572)

Index AUC Index AUC Index AUC Index AUC
Fθ 0.827 ‐Ri 0.739 TI2 0.682 DTF3 0.711
CP 0.802 DTF3 0.735 Fθ 0.673 ‐Ri 0.706
‐Ri 0.776 CP 0.731 CP 0.644 RoL 0.686
DTF3 0.751 Brown2 0.687 EDR 0.638 EDR 0.650
TI1 0.738 Dutton 0.683 ‐Ri 0.629 NCSU1 0.641
NGM2 0.722 Fθ 0.678 Dutton 0.626 Fθ 0.627
Brown2 0.713 SCATR 0.670 Brown2 0.623 Brown2 0.623
EDR 0.705 TI1 0.624 DTF3 0.618 Dutton 0.623
Dutton 0.701 CCAT 0.607 NGM2 0.616 Endlich 0.611
LAZV 0.690 HTG 0.604 Lapse 0.603 CP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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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는 GTGC가 0.637로써 KITFA의 0.622보다 0.015 
더 높았다. 2006년과 2007년에는 KITFA가 각각 0.71
과 0.732로써 GTGC의 0.667과 0.690보다 각각 0.043, 
0.042 더 높았고, 2008년에는 GTGC가 0.731로써 

KITFA의 0.714보다 0.017 더 높았다. 연도별 분류에

서 나타난 KITFA와 GTGC의 AUC는 각 해마다 달라

지는 난류 지수의 조합에 따라 KITFA의 예측성이 높

거나 GTGC의 예측성이 높을 때도 있었다. 하지만 두 

시스템 모두 실제 항공 종사자들에게 사용될 만큼 안

정적인 예측성 (0.8)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반면에 계

절별로 분류된 PIREP을 이용한 KITFA와 GTGC의 예

측성 비교에서는 겨울철, 봄철, 가을철에 GTGC가 각

각 0.849, 0.699, 0.724으로써 KITFA의 0.746, 0.646, 
0.686보다 각각 0.103, 0.053, 0.038 더 높은 AUC 값
을 보였다. KITFA가 0.703으로 높았던 여름철의 경우

도 GTGC가 0.695로서 거의 비슷한 값을 보여, 계절적

으로 분류된 PIREP자료를 이용한 통합난류예측시스

템은 전반적으로 GTG 시스템이 KITFA에 비해 높은 

예측성을 보였다. 또한 겨울철의 경우 GTGC의 AUC
가 0.8 이상으로써 실제 항공 실무자들에게 신뢰성 있

(a) (b)

(c) (d)

Fig. 8. PODY and PODN performance statistics of total and each year GTGC for (a) DJF, (b) MAM, (c) JJA, and (d) SON
derived using each year (2003-2008, excluding 2005) PIREPs. In each plot, curves of total, first, second, and third year
are depicted as black solid, blue, red, and green dashed lines, respectively. It is noted that first, second, and third year are
different from each season. The values of AUC for GTGC are written in parentheses in each p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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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보를 제공 할 만큼의 예측성을 보였지만 KITFA
는 겨울철에서도 그 예측성이 0.8을 넘기지 못했다.

4.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 상공에서의 청천난류에 대한 

예측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미국 국립대기연구센터

가 개발하여 현재 미국 기상청 및 국립해양대기국 등

의 현업 모델에 통합난류예측시스템으로 활용되고 있

는 GTG 시스템을 기상청 현업 중규모 모델인 RDAPS 
30 km 분석장에 적용시켰다. GTG 시스템의 발달 배

경은 하나의 난류 지수가 다양한 메커니즘에 의해 발

생하는 모든 종류의 청천난류 발생을 적절하게 진단 

또는 예측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개발되

었다. 물리적으로 다른 형태의 여러 난류 지수를 관측

된 청천난류와 가장 잘 일치하도록 통합화하여 실제 

항공 실무자들이 경제성을 확보하면서 항공안전을 유

지시킬 수 있도록 정확한 난류 예보를 하는 것이 GTG 
시스템의 최종 목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상공에서 발생한 청천

난류 예측을 가장 정확하게 할 수 있는 한국 실정에 최

적화된 GTG 시스템의 구성요소를 찾고자 노력하였

다. GTG 시스템의 정확성은 다음에 나열된 구성요소

에 따라 결정된다.
- GTG 시스템이 적용되는 수치모델의 예보 능력 및

   해상도

- 각 난류진단지수의 난류 강도 별 임계값을 결정하는  

   PIREP 모집단

- PIREP과 모델 시간 사이의 time window
- GTG 시스템을 구성하는 난류진단지수의 개수

- 각 난류진단지수의 가중치 부여방법

본 연구에서는 한국 기상청에서 현업 중규모 모델

로 사용되고 있는 RDAPS 30 km 분석장을 기본 수치

모델의 입력값으로 지정하였다. 이를 이용해 GTG 시
스템의 PIREP 모집단을 5년간 관측된 PIREP, 연 단위

로 분류된 PIREP, 그리고 5년간 계절별로 분류된 PIREP
으로 나누어 그 예측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각 

실험에서 GTG 시스템의 예측성을 결정하는 구성요소

인 time window와 난류 지수 개수에 대한 민감도 실험

을 추가하였으며, 각 난류 지수의 가중치를 고정시켜 

통합하는 GTGC와 개별 난류 지수의 MOG 부피를 고

려해 개개의 사례마다 다른 가중치를 부여하는 GTGD
의 예측성을 모두 살펴보았다.

5년간 수집된 PIREP자료를 모두 사용한 GTG 시스

템의 경우, 그 예측성이 GTGC는 0.674, GTGD는 0.671
을 나타냈으며, GTGC와 GTGD 모두 예측성의 연 변

동성이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GTG 시스

템의 연 변동성이 나타나는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 각 

해마다 따로 분류된 PIREP 모집단을 이용해 GTG 시
스템의 구성요소들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매 해마다 

난류 발생을 유발하는 큰 규모 운동의 난류 발생 메커

니즘이 달라지면서 GTG 시스템을 구성하는 개개의 

난류 지수들이 매 해마다 다르게 구성됨을 알 수 있었

다. 또한, 이렇게 구성된 GTG 시스템의 난류 지수 개

수에 따른 민감도 실험과, 이듬해 예보에 대한 GTG 시
스템의 예측성을 살펴본 결과, 각 해마다 최적화된 

GTG 시스템을 구성하는 난류 지수의 개수가 달라짐

을 알 수 있었으며, 이듬해 예보는 그 정확성이 현저히 

떨어졌다. 따라서, 현재 미국 현업 GTG 시스템에서 사

용하고 있는 연도별 PIREP 모집단을 이용한 GTG 시
스템의 구성 방법을 그대로 한국 실정에 적용하기에는 

적절치 않았으며, 한국의 지정학적 특징을 고려한 계

절에 따른 PIREP 모집단의 분류가 제안되었다.
5년간 수집된 PIREP을 각 계절별로 분류한 모집단

을 이용해 GTG 시스템을 구성하고, 최적의 구성요소

를 찾아내기 위해서 time window와 GTG 시스템을 구

성하는 난류 지수 개수에 대한 민감도 실험을 동시에 

수행하였다. 계절별로 가장 높은 예측성을 보이는 구

성요소의 조합은, 겨울철에는 ±2 시간 time window일 

때 3개의 난류지수로 구성된 GTGC가 PODY-PODN 

Table 5. AUC value of KITFA and GTGC derived from total
(5 yrs), yearly, and seasonally classified PIREPs. KITFA and
GTGC are the final output of the KITFA and GTG systems,
respectively, which are given in Eq. (5) of Part I and Eq. (3)
of current paper.

KITFA GTGC
Total 0.691 0.674

Year

2003 0.651 0.648
2004 0.622 0.637
2006 0.71 0.667
2007 0.732 0.690
2008 0.714 0.731

Season

DJF 0.746 0.849
MAM 0.646 0.699
JJA 0.703 0.695
SON 0.686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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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선의 면적이 0.863으로써 가장 높았으며, 봄철은 ±1 
시간 time window와 3개의 난류 지수로 구성된 

GTGD가 0.756으로 가장 높았다. 여름철에는 ±2 시간 

time window일 때 2개의 난류 지수로 구성된 GTGC
가 0.70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을철에는 ±1 시
간 time window일 때 2개의 난류 지수로 구성된 

GTGC가 0.80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계절별로 최적

화된 GTG 시스템은 겨울철과 가을철에 그 예측성이 

실제 항공 실무자들에게 경제성을 확보하면서 항공안

전을 유지시킬 수 있을 만큼 높은 0.8 이상의 정확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큰 규모 대기운동의 계절 변화를 

고려한 청천난류 지수의 구성이 한국에서 발생하는 청

천난류 예측에 더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봄과 여름철 GTG 시스템의 예측성은 겨울과 가을철

에 비해 낮았다. 특히 여름철의 경우, 대류 활동과 관련

된 청천난류 발생에 대한 GTG 시스템의 예측성이 떨

어지며 이에 대한 예측성 향상을 위해서는 대류 활동

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청천난류에 대한 적절한 난류 

지수의 개발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각 계절별 GTG 
시스템의 연 변동성을 조사한 결과, 겨울철에 그 변동

성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가을철과 겨울철에 그 예

측성이 0.8을 넘기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계절 변동을 고려한 GTG 시스템을 구성할 때에는 기

후학적으로 축적된 PIREP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더 

안정적인 예측성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Part I에서 개선된 KITFA와 본 연구에서 적용된 

GTG 시스템을 비교했을 때 5년간 전체 PIREP으로 구

성된 시스템과 연도별로 분류된 PIREP으로 구성된 시

스템에서는 그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계절별로 분류

된 PIREP을 이용한 시스템의 경우 GTG가 KITFA에 

비해 겨울철, 봄철, 가을철에 각각 더 높은 예측성을 보

였다. 현재 항공기상청에서 운용 중인 KITFA 시스템

의 예측성 향상을 위해서는 관측 자료에 최적화된 난

류 지수 선정 및 가중치를 부여하는 GTG 시스템으로

의 개선이 필요하며, 관측 자료의 구성은 한국 실정을 

고려한 계절적 분류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첨부 “GTG 시스템의 청천난류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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