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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synoptic condition of clear-air turbulence (CAT) events occurred over South

Korea is investigated, using the Regional Data Assimilation and Prediction System (RDAPS)

data obtained from the Korea Meteorological Agency (KMA) and pilot reports (PIREPs)

collected by Korea Aviation Meteorological Agency (KAMA) from 1 Dec. 2003 to 30 Nov.

2008. Throughout the years, strong subtropical jet stream exists over the South Korea, and the

CAT events frequently occur in the upper-level frontal zone and subtropical jet stream regions

where strong vertical wind shears locate. The probability of the moderate or greater (MOG)-

level turbulence occurrence is higher in wintertime than in summertime, and high probability

region is shifted northward across the jet stream in wintertime. We categorize the CAT events

into three types according to their generation mechanisms: i) upper-level front and jet stream, ii)

anticyclonically sheared and curved flows, and iii) breaking of mountain waves. Among 240

MOG-level CAT events reported during 2003-2008, 103 cases are related to jet stream while 73

cases and 25 cases are related to the anticyclonic shear flow and breaking of mountain wave,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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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청천난류 (CAT: Clear-Air Turbulence)는 구름이 없

고 주변에 뇌우를 동반하지 않는 상층대기에서 수십

m에서 수 km의 수평 크기를 가지는 작은 규모의 대

기 중 요란 운동으로, 항공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

어 순항중인 항공기를 급격하게 요동시킬 수 있는 현

상으로 정의된다 (Lester, 1994; Ellrod et al., 2003).

이러한 현상은 1940년대에 처음 알려졌고 (Baughman,

1946), 1960년대가 되면서 항공기 안전을 위협하는 요

소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미국 NTSB (National

Transportation Safety Board)의 2009년 보고서에서는

최근 10년간 발생한 모든 민간 항공기 사고에서 난류

가 기상학적요인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발생 원인이

었으며, 이로 인해 심각한 인명 피해를 유발시켰음을

지적하였다 (NTSB, 2009). 또한 Sharman et al. (2006)

에 따르면 민간항공기가 중강도 (이하 MOG: moderate

or greater) 이상의 난류를 만나게 되는 횟수가 미국에

서는 연간 63,000번 가량이며 이로 인해 막대한 경제

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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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여 년간 난류 발생에 대한 여러 가지 메커

니즘이 제시되었다. 첫째, 수평온도경도 (이하 HTG:

horizontal temperature gradient)가 강한 상층전선 지역

에서 온도풍 관계에 의해 연직바람시어 (이하 VWS:

vertical wind shear)가 강화되고, 이로 인한 시어불안

정이 청천난류를 발생시키게 된다 (Colson 1963; Ellrod

and Knapp 1992). Ellrod and Knapp (1992)은 이러한

지역에서 수평 변형 (이하 DEF: horizontal deformation)

과, VWS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을 보였으며, 이

들의 곱으로 나타내어지는 TI1 (Turbulence Index 1)

지수를 개발하여 난류발생을 진단하였다. 둘째, Knox

(1997)는 강한 고기압성 시어흐름이 존재하는 비지균

지역에서의 지균조절과정과 절대와도 (AVOR: absolute

vorticity)가 0보다 작은 관성불안정에 의해 청천난류

가 발생한다고 설명하였다. 이를 근거로 Kaplan et al.

(2006)은 종관 흐름에서 비지균 정도가 강할수록 연

직 와도의 수평 경도 방향( )과 수평 기압경도력

방향 ( ; 여기서 M은 몽고메리 유선함수)이 서로

직교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들의 내적으로 나타내어

지는 NCSU2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2) 지

수를 개발하여 그 예측성을 검증하였다. 셋째, 지형을

가로지르는 흐름에 의해 발생되는 산악파가 수평/연

직 전파하여 항공기 순항고도 부근에서 파괴될 때 청

천난류가 발생하여 항공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Doyle and Durran, 2002; Doyle et al., 2005).

현업에 사용되는 수치예보 모델의 해상도로는 청천

난류와 같은 작은 규모의 대기현상을 모의하는데 어

려움이 있다. 하지만 큰 규모의 대기운동에서 작은 규

모의 대기운동으로 난류에너지가 캐스캐이드 된다는

난류 이론 (Dutton and Panofsky, 1970; Tung and

Olando, 2003)에 입각할 때, 수치예보모델로 분해 가

능한 큰 규모의 운동이 정확하게 예측된다면 종관규

모의 대기운동을 나타내는 변수들을 이용한 청천난류

의 예측이 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Sharman

et al., 2006; 장욱 등, 2009; 김정훈 등, 2009).

현재 우리나라 항공기상청에서는 미국 국립대기연

구센터 (National Center for Atmospheric Research;

NCAR)에서 개발된 통합 난류예측시스템인 ITFA

(Integrated Turbulence Forecasting Algorithm; Sharman

et al., 1999; 2002)에 기반을 둔 KITFA (Korean Integrated

Turbulence Forecasting Algorithm; Lee et al., 2003)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비행구역에 대한 청천난류 예측을

수행하고 있다. 장욱 등 (2009)은 최근 5년의 PIREP

자료에 근거하여 현업 KITFA를 개선하는 몇 가지 방

안을 제안하였다. 현재 KITFA에 사용되고 있는 청천

난류지수의 가중치를 새롭게 계산하는 방법과 청천난

류지수와 그 가중치를 모두 새롭게 구하는 방법을 고

려하여 현업 KITFA와 비교하여 그 예측성을 평가하

였다. 그 결과, 5년 PIREP 자료를 이용하여 청천난류

지수와 그 가중치를 모두 바꾼 경우에 현저한 예측성

향상을 보였다. 김정훈 등 (2009)은 한반도 상공에서

발생하는 청천난류에 대한 예측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미국에서 현업으로 사용되고 있는 GTG (Graphical

Turbulence Guidance; Sharman et al., 2006) 시스템을
RDAPS (Regional Data Assimilation and Prediction

System) 30 km 재분석장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 관

측된 청천난류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겨울철, 가을철에 그 예측성이 현재의 KITFA의 예측

성 보다는 향상되었으나, 장욱 등 (2009)에서 제안한

개선된 KITFA의 같은 계절의 예측성과 비교하여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2003-2008년 5년 동안 한반도 상공

에서 난류가 발생했을 때와 발생하지 않았을 때의 종

관규모 대기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한

반도 상공에서 관측되는 청천난류의 주요 발생 메커

니즘을 이해하고자 한다. 또한 청천난류와 관련된 주

요 난류진단지수들을 계산하여 메커니즘별 종관상태

의 유형 분류를 실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 결

과는 궁극적으로 한국에서 발생하는 청천난류 예측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2. 자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청천난류가 발생했을 때와 발생하지

않았을 때의 종관규모 대기상태를 비교하기 위하여

2002년 12월부터 2008년 11월까지의 5년간 RDAPS

30 km 재분석장과 같은 기간의 항공기상청에서 수집

된 PIREP 자료 (2004년 12월부터 2005년 11월까지의

PIREP 자료는 누락됨)를 사용하였다. RDAPS 재분석

장은 동-서 방향으로 191개의 격자점을 가지고, 남-북

방향으로는 171개의 격자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

직으로는 1,000 hPa에서 100 hPa까지 총 22개의 층으

로 이루어져있다. RDAPS 재분석장에 포함되는 변수

는 지오퍼텐셜고도, 바람 (동-서, 남-북), 기온, 상대습

도, 해면기압, 강수량 등이 있으며 12시간 간격으로

00, 12 UTC의 자료가 생성된다. PIREP은 운항중인

항공기의 조종사와 관제사간의 음성교신을 통해 보고

되는 기상 자료로 항공기 기종, 위치, 시간, 운항고도,

기상상태, 시정, 기온, 풍향, 풍속 및 난류 등의 정보

를 제공한다. 난류는 강도 별로 null (이하 NIL), light

(이하 LGT), moderate (이하 MOD), severe (이하

SEV), extreme (이하 EXT)의 단계로 구분되어 기록

되며 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가 제안하는 난류 강도의 계급표에 따라 조종사의 판

단으로 결정된다.

PIREP 자료로 수집된 난류자료들 중 청천난류에 대

∇M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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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료만 추출해내기 위하여, 기상청에서 제공되는

낙뢰자료를 이용하여 낙뢰 발생지점으로부터 반경

50 km 이내, 낙뢰발생 전후로 20분 내에 포함되는

PIREP은 대류에 의한 난류 (CIT: convectively induced

turbulence)로 간주하고 본 연구의 연구대상에서 제외

하였다. 그리하여 5년 간의 MOG 강도의 청천난류는

총 240개, LGT 1,588개, 그리고 4,520개의 NIL이 수

집되었다. Table 1은 위의 과정을 거친 MOG, LGT 그

리고 NIL 강도의 청천난류 개수를 계절별 (DJF:

December-January-February, MAM: March-April-May,

JJA: June-July-August, SON: September-October-November)

로 나타낸 것이다. MOG 강도 청천난류 사례는 봄철

(MAM)에 가장 많았다. Fig. 1은 MOG 강도 청천난

류의 고도별 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국내외 민간항공

기들의 주요 순항고도인 25,000에서 35,000 ft사이의

고도에서 PIREP의 관측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관측된 PIREP자료의 자세한 시간적, 공간적 분포는

Kim and Chun (2011)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

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RDAPS 30 km 재분석장을 1,000-

45,000 ft 사이에서 매 1,000 ft 간격으로 45개 층의 항

공고도로 내삽하여, MOG와 NIL사례에 대한 시간적,

공간적 구조를 파악하고 이를 비교하였다. 또한 난류

발생 메커니즘에 따라 분류된 사례들에 대해 RDAPS

분석장 및 이를 통해 계산된 난류진단지수들을 비교,

분석 하였다.

3. 종관규모 대기의 특징

3.1. RDAPS 30 km 재분석장을 이용한 종관규모

대기의 분석

청천난류가 발생하였을 때의 종관규모 대기의 특징

을 살펴보기 위해, NIL과 MOG 강도 PIREP의 관측

시각과 가장 가까운 시간의 RDAPS 재분석장의 변수

들 (지오퍼텐셜고도, 기온, 풍속)을 항공기 순항고도

인 300-200 hPa (약 25,000-35,000 ft) 층에 대하여 평

균하였다.

Fig. 2는 5년간 평균된 겨울철 (DJF)과 여름철 (JJA)

의 MOG와 NIL 사례들에서 나타난 종관규모 기상장

의 구조를 보인 것으로, 300-200 hPa의 평균값을 나타

낸 것이다. 실선은 지오퍼텐셜고도, 점선은 등온선, 음

영은 풍속을 나타낸다. 겨울철에는 MOG와 NIL 사례

모두 제트입구 왼쪽의 저기압성 수평바람시어가 존재

하는 지역에 한반도가 위치해있다. 상층대기의 풍속

은 MOG (Fig. 2a)는 55-70 m s-1, NIL (Fig. 2b)때 약

45-60 m s-1로 MOG때의 풍속이 NIL에 비해 10 m s-1

이상 더 강하였고, 제트축도 MOG 사례가 NIL보다

한반도에 더 근접하여 위치해 있다. 여름철에는 겨울

철에 비해 제트축이 고위도로 북상하였으며 중심최대

풍속은 MOG의 경우 23 m s-1로 그 강도가 겨울철의

그것 (71 m s-1)에 비하여 많이 약화되었다. 그러나 이

는, 여름철 NIL 때의 제트 중심최대풍속인 20 m s-1

보다는 큰 값으로, 겨울철과 마찬가지로 여름철에도

MOG 때에 제트가 더욱 강하였다.

Fig. 3은 Fig. 2에서 보인 풍속의 MOG와 NIL의 차

이 (MOG-NIL)를 나타낸 것으로 겨울철과 여름철의

경우를 보인 것이다. 실선은 양의 값, 점선은 음의 값

을 의미하며 95% 신뢰도의 유의수준을 만족하는 지

역을 음영으로 나타내었다. 겨울철의 경우 (Fig. 3a),

한반도 근처에서 MOG의 평균 풍속이 NIL에 비해 최

대 약 12 m s-1 정도 큰 값을 보인 반면 23°N 이남에

서는 MOG가 NIL에 비해 최대 약 6 m s-1 정도 작은

값을 나타나 남북 방향으로 그 양상이 달랐다. 여름

철의 경우 (Fig. 3b), 한반도 지역에서 MOG 때가 NIL

에 비해 약 4 m s-1 정도 강한 바람을 나타내었으며,

한반도 남동쪽 해안에서는 MOG 때가 NIL에 비해 약

3 m s-1 정도 약한 바람을 보였다. 

Fig. 4는 겨울철의 DEF, HTG, VWS의 NIL과 MOG

Table. 1. The number of MOG (moderate or greater)-, LGT

(light)-, NIL (null)-level PIREPs (pilot reports), and their

sums in DJF (December, January, and February), MAM

(March, April, and May), JJA (June, July, and August), and

SON (September, October, and November) during the 5-yrs

(2003-2008, excluding 2005).

Intensity DJF MAM JJA SON

MOG 47 91 51 51

LGT 467 454 307 360

NIL 1513 1132 855 1020

SUM 2027 1677 1213 1431

Fig. 1. Vertical distribution of MOG-level CAT events for 5-

yrs (2003-2008, excluding 2005) over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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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평균차를 나타낸 것으로 실선과 점선은 각각 양의

차이와 음의 차이를 의미한다. 95% 신뢰도의 유의수

준을 만족하는 지역은 음영으로 표시하였다. 세 지수

모두 한반도 주변에서 양의 값을 보였고, 모두 95%

유의수준을 만족하였다. 강한 DEF는 HTG를 증가시

킬 수 있고, 이는 상층전선의 발달과 온도풍 관계에

의한 제트의 강화로 이어져, 결국 VWS의 강화로 인

한 시어불안정에 의해 난류가 발생하게 된다 (Petterssen

1956; Ellrod and Knapp 1992). 이 같은 관계는 한반

도를 포함한 중위도 영역에서는 잘 성립하였으나, 세

지수 모두 95% 유의수준을 만족한 또 다른 지역인

20-25°N에서는 DEF와 HTG 사이의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양의 DEF 지역에서 VWS가 약화되는 상반

된 결과를 가져왔다. 앞에서 언급한 상층전선 부근에

서의 DEF과 HTG의 관계는 중위도 지역에서 유용한

준지균이론에 근거하므로, 저위도 지역으로 갈수록 잘

맞지 않을 수 있으며, 저위도에서는 DEF 뿐 아니라

다른 과정들에 의해 HTG가 결정될 수 있으나 본 연

구의 목적상 더 이상의 자세한 분석은 하지 않았다.

겨울철 이외의 계절에도 (그림을 보이지 않았음) HTG

와 VWS의 MOG와 NIL의 차이는 한반도에서 양의

값을 보여 MOG때 HTG, VWS가 강하였음을 나타낸

다. 이를 통해 한반도 상공에서 발생한 MOG 강도의

청천난류는 계절에 상관없이 주로 상층전선 및 제트

지역에서 발생하는 시어불안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Fig. 2. Composite averages in the horizontal wind speed (m s-1; shading), geopotential height (solid lines), and

temperature (dashed lines) for the MOG- (left) and NIL-level (right) CAT events during the winter (DJF; upper) and

summer (JJA; lower) seasons, derived using the vertically averaged (300-200 hPa) RDAPS analysis data. Contour

intervals of solid and dashed lines in all plots are 100 gpm and 3 K,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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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ifferences in the composite averages between the MOG- and NIL-level CAT events (MOG-NIL) for the

horizontal wind speed (m s-1; contours) during (a) DJF and (b) JJA, derived using the vertically averaged (300-200 hPa)

RDAPS analysis data. Contour intervals of (a) and (b) are 2 m s-1 and 1 m s-1, respectively. Bold and dashed lines are

zero and negative values, respectively, and shadings denote the 95% significant confidence level.

Fig. 4. The same as in Fig. 3a except for the (a) DEF, (b) HTG, and (c) VWS. Contour intervals of (a), (b), and (c) are

0.5 × 10-5 m s-2, 0.7 × 10-6 K m-1, and 0.3 × 10-3 s-2, respectively. DEF, HTG, and VWS denote horizontal deformation,

horizontal temperature gradient, and vertical wind shear, respectively, and the formulation of each variable is given in

the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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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난류진단지수를 이용한 청천난류 발생확률에

대한 연구

Jaeger and Sprenger (2007)는 6시간 간격, 수평해상

도 90 km, 지상에서 0.1 hPa까지 60개의 연직 층을 가

지는 ECMWF (European Centre for Medium-Range

Weather Forecast) 재분석장의 44년 자료 (1957년 9월

- 2002년 8월)를 이용하여 4개의 난류진단지수 Ri

(Richardson number), 대기안정도 (N2: Brunt Väisälä

frequency), 잠재와도 (PV: potential vorticity), TI1 지

수를 계산하고, 그들의 전구적인 특징을 확인하였다.

잠재와도의 단위 (potential vorticity unit, PVU; 1 PVU

= 10-6 m2 s-1 K kg-1)가 2가 되는 고도를 대류권계면으

로 정의하고, 대류권계면을 기준으로 ± 50 hPa 범위

내에서 25 hPa 간격의 총 5개의 고도에서 계산된 난

류진단지수들이 최소한 한 고도 이상에서 그들이 제

안한 임계값을 만족할 경우 난류가 발생 할 가능성이

있다고 가정하여, 그 난류발생 가능성에 대한 백분율

을 구하였다. 4개의 난류진단지수의 임계값을 만족하

는 자료의 빈도는 주로 북아메리카 동부, 서부 해안

지역 및 동아시아 지역에서 최대값이 나타났고 여름

철이 되면서 임계값을 만족하는 자료의 빈도가 줄어

들고 그 분포 또한 북쪽으로 이동하였다. 특히 Ri, PV,

Fig. 5. Differences in the occurrence frequency (%) between the MOG- and NIL-level CAT events (MOG-NIL) for the (a)

Fθ(m
2 s-3 K-2), (b) CP index (kt2), (c) -Ri, and (d) DTF3 (m2 s-2) during DJF, derived using the RDAPS analysis data. The

frequencies are counted when the index values at all grid points between 25,000-35,000 ft levels are greater than the given

thresholds in Table 3. The composite average of horizontal wind speed for the MOG-level CAT events is superimposed

(contour) on all plots with 10 m s-1 intervals. Definitions of Fθ, CP, Ri, and DTF3 are given in the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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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1 지수에 대해 이러한 계절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항공기 순항고도 부근에서의 난류진

단지수를 확인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

여 Fig. 1에서 청천난류 발생 빈도가 가장 높았던

25,000-35,000 ft 범위 내에서 1,000 ft 간격으로 총 11

개의 고도에서 4개의 선택된 난류진단지수를 계산하

였다. 선택된 4개의 난류진단지수는 김정훈 등 (2009)

에서 RDAPS 30 km 재분석장을 이용하여 구한 GTG

의 난류진단지수 중 계절별 예측성이 좋은 상위 4개

의 지수들이다. 

Table 2는 김정훈 등 (2009)이 제안한 계절별 상위

4개의 난류진단지수들과 그 임계값을 나타낸 것으로

각 난류지수들의 수식은 첨부에 포함시켰다. 겨울철

은 Fθ (Frontogenesis function; Bluestein, 1993)의 예

측성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CP (Colson and

Panofsky, 1965), -Ri, DTF3 (diagnostic turbulent kinetic

energy formulations 3; Marroquin, 1998)의 순으로 좋

은 예측성을 보였다. 봄철에도 겨울철과 공통되는 지

수가 3개나 되어 비슷한 양상을 보였으나 그 상대적

인 순위는 서로 달랐다. 겨울철과 봄철의 주요 난류

진단지수는 제트류나 상층전선과 관련된 것이다. 여

름철은 TI2 (Turbulence index 2; Ellrod and Knapp,

1992), Fθ, CP, EDR (eddy dissipation rate; Frehlich and

Sharman, 2004)의 순으로 좋은 예측성을 보였으며, 가

을철 (SON)은 DTF3, -Ri, RoL (Lagrangian Rossby

number; Van Tuyl and Young, 1982), EDR로 겨울철

과는 DTF3와 -Ri가, 여름철과는 EDR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Fig. 6. The same as in Fig. 5 except for the (a) TI2 (s-2), (b) Fθ(m
2 s-3 K-2), (c) CP index (kt2), and (d) EDR (m2/3 s-1)

during JJA. The thresholds are given in Table 4, and the contour intervals of horizontal wind speed are 5 m s-1.

Definitions of TI2 and EDR are given in the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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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는 겨울철 MOG와 NIL의 난류진단지수가 임

계값을 넘는 빈도를 백분율로 구한 뒤 그 둘의 차

(MOG-NIL)를 나타낸 그림이다. 여기서 실선은 MOG

사례의 항공기 순항고도 (25,000-35,000 ft)에서 평균

된 풍속을 나타낸다. 4개의 난류진단지수 모두 제트

축을 중심으로 양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MOG 사례가 NIL 때보다 임계값을 넘는 날의 빈도

가 높았다. 특히 CP와 DTF3 빈도의 양의 차이가 크

게 나타났다. 여름철의 경우 (Fig. 6)에도 한반도 부근

에서 전체적으로 양의 분포를 보이지만, 빈도 차이의

크기는 겨울에 비해서 훨씬 작았다. 김정훈 등 (2009)

에서 제안된 난류진단지수들이 상층 전선대와 제트에

관련되었음을 감안할 때, 겨울철 한반도 상공에서의

MOG 강도 청천난류 발생은 주로 상층전선 및 제트

와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여름철은 상층전선

및 제트 이외에도 다른 발생 메커니즘이 원인이 되었

음을 짐작 할 수 있다.

4. 난류 발생 메커니즘에 따른 분류

본 연구에서는 Kim and Chun (2011)에서 제안되었

던 한국의 항공난류 발생메커니즘을 바탕으로 우라나

라에서 관측된 청천난류의 발생 메커니즘을 세가지로

구분하였다. (i) 상층전선이 발달된 지역에서 제트류

의 강화와 그로 인한 시어불안정 (이하 M1), (ii) 강

한 고기압성 흐름이 나타나는 지역에서의 관성불안정

(이하 M2), 그리고 (iii) 산악파의 파동파괴에 의한 난

류발생 (이하 M3)에 따라 한반도 상공에서의 난류발

생 사례를 분류하고, 각각의 사례의 종관규모 기상장

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먼저, 각각의 난류 발생 메커니즘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대표 난류진단지수들을 결정하고, 각각의 대표

난류진단지수가 개별 PIREP 자료의 관측 위치에 대

한 불명확성 (Cornman et al., 1995)을 감안한, 수평

반경 50 km, 연직 3,000 ft 범위 내에서 김정훈 등

(2009)이 구한 MOG 강도의 난류지수 임계값을 만족

할 경우 그 PIREP을 분류된 난류 발생 메커니즘에

속하는 사례로 결정하였다. M1과 M2의 대표 난류진

단지수의 이름과 단위, 계절별 임계값은 Table 3에 나

타내었다. Ellrod and Knapp (1992)에서 제안된 TI1

지수와 Colson and Panofsky (1965)의 CP 지수는 M1

사례를 잘 설명할 수 있는 대표 난류진단지수로 사용

되었고, Kaplan et al. (2006)에서 제안된 비지균 정도

를 나타내는 NCSU2와, Sparks et al. (1977)에서 경험

적으로 임계값을 결정한 AVOR은 M2 사례의 대표 난

류진단지수로 사용되었다. 산악파의 파동 파괴에 의

한 청천난류 (M3 사례)의 진단법은 중력파 항력 (이

하 GWD: gravity wave drag) 모수화 (전혜영 등, 1996)

를 사용하였다. GWD 모수화 과정은 기본적으로 지

표 항력 (surface drag) 벡터를 구하고, 지표 항력의 연

직 구조를 계산함으로써 다음 두 식의 오른쪽에 나타

나는 항력 성분 τx와 τy를 모형층의 모든 계면에서 구

하게 된다.

(1)
∂u
∂t
------ 1

ρ
--- 

∂τx
∂z
-------,–=

Table. 2. Names and thresholds of the selected indices corresponding to the best 4 forecasting diagnostics in DJF, MAM, JJA,

and SON adapted from Kim et al. (2009).

DJF MAM JJA SON

Index Thresold Index Thresold Index Thresold Index Thresold

Fè (m
2 s-3 K-2) 2.29 × 10-3

−Ri −0.60 TI2 (s-2) 2.90 × 10-5 DTF3 (m2 s-2) 1.32

CP (kt2) 139.7 DTF3 (m2 s-2) 1.44 Fè (m
2 s-3 K-2) 5.19 × 10-3 -Ri −1.10

−Ri −0.61 CP (kt2) 76.5 CP (kt2) 10.24 RoL 0.93

DTF3 (m2 s-2) 2.15 Brown2 (cm2 s3) 0.72 EDR (m2/3 s-1) 0.10 × 10-2 EDR (m2/3 s-1) 0.38 × 10-2

Table. 3. Names and thresholds of the selected two indices corresponding to M1 and M2 generation mechanisms in DJF,

MAM, JJA, and SON. M1 and M2 mechanisms are defined in the text.

Type Index DJF MAM JJA SON

M1
TI1 (s

-2) 8.72 × 10-7 4.08 × 10-7 2.94 × 10-7 5.54 × 10-7

CP (kt2) 140 63 10 85

M2
NCSU2 (s-3) 6.18 × 10-17 3.90 × 10-17 1.68 × 10-17 5.09 × 10-17

AVOR (s-1) 2.0 × 10-5 2.0 × 10-5 2.0 × 10-5 2.0 ×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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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ρ는 공기의 밀도, z는 연직 좌표, t는 시간, 그

리고 u와 v는 각각 x와 y방향의 바람성분이다. 운동

량속의 소산이 없는 정상상태에서 임계고도와 파동의

깨짐이 없는 한 운동량속의 연직 수렴/발산이 없다

(Elliassen and Palm, 1960). 따라서 운동량속의 연직

수렴/발산이 있는 지역을 산악파의 파동 파괴에 의해

청천난류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GWD의 값이 존재

할 경우 M3 사례로 분류하였다.

이렇게 분류된 MOG 강도의 청천난류의 사례별 분

포를 Fig. 7에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었다. 한반

도 상공에서 발생한 240개의 청천난류 중 M1 사례가

103개로 가장 많이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

으로 M2 사례가 73개, M3 사례 25개의 순으로 나타

났다. 한반도는 4계절 내내 중위도 제트가 지나가는

지역으로 제트와 관련된 청천난류 (M1과 M2)이 가

장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에서 언급한

세 메커니즘 어디에도 속하지 안는 경우는 88개였다.

M1과 M2 사례의 중복은 36개로 비교적 많은 수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두 난류발생 메커니즘이 제트의

위치와 강도에 상당히 의존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

석된다. Fig. 8은 청천난류 발생의 지역적 분포를 보

인 것으로, M1과 M2의 수평분포는 큰 차이가 없이

주요 공항과 항공로에 집중되어 있다. 산악파와 관련

된 M3의 경우에는 앞의 두 경우와는 달리 산발적으

로 나타났으나 태백산, 지리산, 한라산, 소백산 등 주

요 산악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남한의 70%가

산악으로 덮여있으며 산악파는 다양한 수평규모의 산

악에 의해 유도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M3의 분포

는 산악파의 파동 파괴가 일어나기 좋은 산의 구조,

바람, 안정도의 조건을 만족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Fig. 9는 M1 사례에 대한 종관규모대기의 평균장

(Fig. 9a), M1 사례의 평균에서 모든 MOG 사례의 평

균을 뺀 풍속차이 (Fig. 9b), RDAPS 재분석장을 통해

계산된 각각의 난류진단지수들의 M1 사례의 평균과

모든 MOG 사례의 평균차 (Figs. 9c, d, and e)를 나

타내었다. Fig. 9a는 M1 사례의 평균 종관규모 기상

장을 보인것으로 실선은 지오퍼텐셜고도, 점선은 등

온도, 그리고 음영은 풍속을 의미한다. 한반도는 제트

입구 왼쪽에 위치하여 저기압성 흐름이 강하게 나타

나고 있다. 모든 MOG 사례의 평균과의 풍속차 (Fig.

9b)에서 한반도 지역은 양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

M1 사례로 분류된 청천난류의 평균 풍속이 모든 MOG

사례의 평균 풍속보다 강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 차이는 95% 신뢰도의 유의수준을 만족하고 있다.

∂v
∂t
----- 1

ρ
--- 

∂τy
∂z
-------.–=

Fig. 7. Venn diagram of the three mechanisms (M1, M2, and

M3) for the MOG-level CAT events over South Korea during

5-yrs (2003-2008, excluding 2005). The numbers in each

circle and intersection denote the frequency of occurrence in

number and percentage, respectively. Definitions of M1, M2,

and M3 are given in the text.

Fig. 8. Locations of MOG-level CAT events for (a) M1, (b) M2, and (c) M3 categories over South Korea during 5-yrs (2003-

2008, excluding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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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APS 재분석장으로 계산된 HTG (Fig. 9c)의 평균

차를 보면 한반도 지역에서 유의한 수준의 양의 차이

가 나타났고 이는 M1 사례가 발생하였을 때 더욱 강

한 HTG가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강한 HTG는

온도풍 관계에 의해 상층전선의 발달과 제트를 강화

시키고 VWS의 강화를 유발한다. 이렇게 VWS (Fig.

9d)가 강한 지역에서 시어불안정에 의한 청천난류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Fig. 9e에서 TI1 지수의 한반도

지역에서의 양의 값을 통해서도 잘 설명되어진다. 이

처럼 TI1과 CP 지수를 이용하여 분류된 M1 사례는

강한 HTG 지역에서 온도풍 관계에 따른 VWS의 강

화로 시어불안정에 의한 상층전선과 제트지역에서 발

생하는 청천난류의 전형적인 발생메커니즘 (Roach,

1970; Ellrod and Knapp, 1992)과 잘 일치하고 있다.

Fig. 10은 M2 사례에 대한 그림으로 세부내용은

Fig. 9와 같다. 단 RDAPS 재분석장으로 계산된 난류

진단지수는 AVOR, 수평발산 (이하 DIV: divergence),

NCSU2 지수를 나타낸다. 수평 평균장 (Fig. 10a)을

살펴보면 제트축이 M1 사례보다 약화되고 그 축이

북한 쪽으로 더 북상하여 위치한 것을 볼 수 있고, 이

때문에 남한 지역에서 고기압성 시어흐름이 발생할

수 있다. 모든 MOG 사례의 평균과의 풍속차 (Fig.

10b)를 보면 여전히 한반도 지역에선 양의 차이를 보

이고 있지만 최대값이 M1 사례에 비해 북쪽에 위치

하고, 유의수준을 만족하는 지역이 북한 지역에 나타

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AVOR (Fig. 10c)는 남

한 지역에 최대 음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강한 음의 차이가 나타나는 지역에서 AVOR가 0보다

작은 경우 관성불안정에 의한 난류가 발생할 수 있다.

M2 사례는 흐름이 합류되는 제트의 입구지역에서 빈

번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DIV (Fig. 10d)의 평균차에

서 한반도 지역에 강한 수렴대가 나타나는 것을 알

Fig. 9. (a) The same as in Fig. 2a except for the M1 MOG-level CAT events. (b)-(e) are differences in the composite averages

between the M1 MOG-level CAT events and total MOG-level CAT events (M1 MOG-total MOG) for (b) horizontal wind

speed, (c) HTG, (d) VWS, and (e) TI1, respectively, derived using the RDAPS analysis data. Contour intervals in (b)-(e) are

1 m s-1, 0.6×10-6 K m-1, 0.3×10-3 s-2, 0.4×10-7 s-2, respectively, and dashed lines and shadings in (b)-(e) are the negative values

and the 95% significant confidence level,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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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마지막으로 비지균 정도를 나타내는 NCSU2

지수 (Fig. 10e)의 경우 한반도 주변에서 뚜렷한 차이

는 볼 수 없지만, 그 평균차는 국지적으로 양의 값을

보이고 있다.

지형을 넘어가는 하층 흐름이 존재하고 대기가 안

정할 때 산악파의 발생이 잘 유도될 수 있다. 이처럼

산악파의 발생과 전파에 있어 하층 바람과 대기안정

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M3 사례의 평균된 종관장을

지상으로부터 850 hPa까지 평균한 하층 바람과 대기

안정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Fig. 11a와 11b는 각각

M3 사례와 모든 MOG 사례의 N2와 풍속의 평균차를

나타낸다. 안정도의 경우 태백산맥이 위치하는 한반

도 동쪽과 동해안에서 양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반면

한반도 서해안과 내륙지방에서는 음의 차이가 나타나

고 있다. 그리고 풍속의 경우 한반도 전역에서 음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고 남해와 동해에서 양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M3 사례의 경우 각

각의 사례의 종관규모대기의 특징이 다양하고 독립적

이어서 유의수준을 만족하는 평균차는 나타나지 않았

다. 또한 산악파의 파동 파괴의 경우, 국지성이 매우

강하여 30 km의 RDPAS 종관장으로 파동 파괴가 가

능한 지역을 진단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Kim and

Chun (2010)이 언급한 바와 같이 산악파의 파동 파괴

와 관련된 청천난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해상도

수치모델링을 통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5. 토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누락이 많은 2005년을 제외

한 2002년 12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5년간의 PIREP

을 이용하여 한국에서 발생한 청천난류 사례들을 MOG

와 NIL 사례로 분류하였고, 계절별, 고도별 (300-200

hPa)로 평균된 RDAPS 30 km 재분석장과 관측값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MOG 강도의 청천난류가 발생하

였을 때 한반도 주변 종관규모 대기의 특징을 살펴보

았다. RDAPS 재분석장의 지오퍼텐셜고도, 기온, 바

Fig. 10. The same as in Fig. 9 except for the M2 MOG-level CAT events, and for (c) AVOR, (d) DIV, and (e) NCSU2.

Contours intervals in (c), (d), and (e) are 0.5 × 10-5 s-1, 0.5 × 10-5 s-1, and 0.4 × 10-13 s-3, respectively. Definitions of DIV

and NCSU2 are given in the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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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을 이용하여 각 변수들의 MOG, NIL 사례에 대한

평균을 비교하였고, 그들의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

성도 조사하였다. 각 계절별 PIREP에서 MOG 강도

청천난류의 발생은 봄철이 91개로 가장 빈번하게 관

측되었고 겨울철이 47개, 여름철과 가을철은 각각 51

개로 나타났다. 고도별 분포를 살펴보면 국내외 민간

항공기들의 순항고도인 25,000-35,000 ft사이에서 MOG

사례의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 고

도에 대한 RDAPS 재분석장의 평균 수평 종관장은

겨울철의 경우 제트입구가 우리나라 남쪽으로 지나고

있어 우리나라에는 저기압성 시어흐름이 존재하고 있

었고, 여름철에는 제트축이 겨울철보다 북상하였으나

여전히 한반도상공에서 강한 제트가 지나가는 특징을

보이고 있었다. 

김정훈 등 (2009)이 결정한 계절별 예측성이 좋은

상위 4개의 난류진단지수들에 대해 Jaeger and Sprenger

(2007)가 사용한 난류발생 가능성에 대한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한반도 상공에서의 난류발생 가능성을 살펴

보았다. 한반도 지역에서 MOG 때의 종관규모 대기상

태가 NIL에 비해 난류발생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

한 수준에서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겨울철의

MOG와 NIL의 난류발생 가능성의 차이가 다른 계절

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정훈 등 (2009)

이 제안한 예측성이 높은 난류진단지수들이 대부분 상

층전선과 제트기류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선행 연구들에서 제안된 난류발생메커니즘을 대표

하는 난류진단지수와 김정훈 등 (2009)에 의해 계산

된 한반도에서 관측된 MOG 강도 청천난류에 대한

임계값을 이용하여 난류 발생메커니즘을 세가지로 분

류한 결과, 한반도 상공에서 발생한 청천난류의 경우

상층전선의 강화와 제트류에 관련된 청천난류 (M1 사

례)가 전체 MOG 강도의 청천난류 240개 중 103개

(42.9%)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 하였다. 강한 고기압

성 시어흐름이 존재하는 지역에서 발생한 청천난류

(M2 사례)의 경우 73개 (30.4%), 산악파의 수평/연직

전파과정에서 파동 파괴에 의해 발생하는 청천난류

(M3 사례)가 25개 (10.4%)의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

나라는 4계절이 모두 중위도 제트가 지나가기 때문에

M1 사례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제트의 위치에 따라

한반도가 강한 고기압성 시어흐름이 존재할 때 관성

불안정에 의한 청천난류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M2 사례도 빈번히 나타났다. 따라서, M1과 M2 사례

가 모든 MOG 사례 중에서 많은 수를 차지 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그 둘의 중복 또한 36개로 많은 수

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1 사례와 모든 MOG 사례의 평균을 이용한 비교

에서 M1 사례의 HTG가 강하게 나타났고, 이는 VWS

의 강화로 시어불안정에 의한 청천난류가 발생한 것

으로 분석되었다. M2 사례는 AVOR와 비지균정도를

나타내는 NCSU2 지수를 이용하여 비교한 결과, 한반

도 지역에서 모든 MOG 평균에 비해 M2 사례의 평

균에서 AVOR의 최대 음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는

AVOR가 0보다 작은 관성불안정이 발생할 수 있는 가

능성이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M2 사례는 제트

입구의 흐름이 합류되는 지점에서 빈번하게 발생하여

수평수렴이 강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산악 GWD 모

Fig. 11. Differences in the composite averages between the M3 MOG-level CAT events and total MOG-level CAT

events (M3 MOG-total MOG) for the (a) Brunt Väisälä frequency and (b) horizontal wind speed, derived using the vertically

averaged (surface-850 hPa) RDAPS analysis data. Contours intervals in (a) and (b) are 1.2 × 10-5 s-2 and 0.8 m s-1,

respectively, and negative values are da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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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화를 이용하여 운동량속의 연직 수렴/발산이 존재

하는 지역에서 청천난류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PIREP 관측이 GWD 발생 지역과 일치하는 경우 M3

사례로 분류 하였다. 산악파의 발생은 하층 바람과 안

정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상에서 850 hPa

까지의 바람과 대기안정도의 평균을 살펴보았다. 그

러나 M3에 속하는 청천난류에 대한 평균 종관장의

표준편차가 컸으며, 유의성 검사 결과에서 M3 사례

의 평균과 모든 MOG 평균의 차이가 유의수준을 만

족하지는 않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MOG 강도의 청천난류가 발생하

였을 때의 한반도 주변으로 제트의 위치 및 강도의

차이를 확인 할 수 있었고 계절별로 정해진 난류진단

지수의 임계값을 넘는 날의 빈도수도 NIL에 비해

MOG때 한반도 지역에서 더 높았음을 확인 할 수 있

었다. 또 난류발생메커니즘별 분류를 통하여 상층전

선 및 제트에 관련된 청천난류 사례가 가장 많음을

확인하였다. 산악파 관련 청천난류의 경우 우리나라

의 지형이 복잡하고 그 수평규모가 작아서 30 km의

수평 해상도를 가지는 RDAPS 재분석장을 통한 분류

에 한계가 있었다. 산악파의 파동 파괴와 관련된 청

천난류의 연구를 위해서는 고해상도 수치실험이 요구

되고, 이에 대한 연구가 현재 진행 중이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청천난류 사례들은 항공기가

급작스럽게 난류를 조우했을 때 조종사와 관제사간의

무선 통신을 통해 PIREP을 보고한 사례들이므로, 조

종사의 경험 및 난류 조우 시 대처 방식 등에 따라

PIREP에 보고된 난류 강도 및 위치 등에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 있다. 최근, 미국 등의 항공 선진국에서는

민간 항공기에 부착되어 난류를 실시간 측정하는 EDR

(eddy dissipation rate; Cornman et al. 2004) 자료를 통

해 항공난류 위치 및 강도 등의 관측 정확성을 높이

고 있다. 따라서, 차후 한국 민간항공기에도 EDR 관

측이 도입되어 사용되면, 본 연구에서의 한국 청천난

류 사례에서 나타나는 종관규모 대기흐름의 특성 및

발생 메커니즘에 따른 분류에 대한 객관성 및 정확성

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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