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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heavy foggy event accompanying with complex coastal fog was investigated in this study. This 

heavy foggy event occurred on FEB 11, 2015. Due to reduced visibility with this foggy event induced 

more than 100times serial  traffic accidents over the Young-jong highway, and Flights from 04:30 

AM to 10:00 AM were cancelled on Inchon International Airport. 

This heavy foggy event was occurred in synoptic and mesoscale environments but dense coastal 

fog were combined with a combination of sea fog, steam fog, and radiation fog. 

This kind of coastal fog can predicted by accurate analysis of the direction of the air flow, sea 

surface temperature(SST), and 925hPa isotherms from numerical weather prediction charts and real 

time analysis charts.

Key words : Flight cancellation(항공기 결항), Coastal fog(연안 안개), Sea fog(해무), Steam fog(증기안개),
Radiation fog(증기안개)

I. 서 론

안개는 단순한 기상현상을 떠나서 다양한 분야에

서 사회·경제적 피해를 야기하는 위험 기상 요소 중

에 하나이다. 국민안전처의 통계자료를 보면[1] 해상

에서 발생하는 선박 충돌 등 해상사고나 인천공항의 

안개에 의한 결항과 지연의 31%가 3월에서 6월 사

이 해무 형성 시기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6년 10월 서해대교 29중 추돌 사고, 2015년 3

월 13일 해경 헬기 추락사고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모두 짙은 안개로 시계가 불량한 상황에서 발생하여 

소중한 인명과 막대한재산 손실을 가져왔다. 안개는 

지상과 해상 교통뿐만 아니라 항공기 운항에도 결정

적인 위험요소 중의 하나이다. 미국 교통안전위원회

(NTSB)의 항공기 사고 발생원인 통계[2]를 보면, 10

년 동안 발생한 주요 항공기 사고의 원인 중 21.3%가 

기상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장 큰 

위험기상 요소는 바람이고, 안개로 인한 저시정과 저

실링에 의한 사고가 20.5%로 두 번째를 차지하여 안

개가 항공 위험기상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인천공항

은 활주로 가시거리(RVR)가 175m 미만인 경우에도 

이착륙이 가능할 정도로 높은 안전등급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안개에 의해 항공기 이착륙이 제한되는 

경우가 드물지만, 서해안에 위치한 공항의 특성상, 3

월에서 6월, 해무 형성 시기에는 짙은 안개로 인항 

결항과 지연이 종종 발생하고, 특히 공항과 육지를 

연결하는 영종대교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항공기 탑승객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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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 Satellite Images of Coastal Fog from 10LST to 

12LST at 11th Feb. 2015

안개는 형성되는 원인에 따라 그 종류가 매우 다양

한데, 크게 공기의 냉각에 의한 안개와 수증기 증발

에 의한 안개가 있다. 공기의 냉각으로 발생하는 안개

는 복사안개(radiation Fog), 이류안개(advection 

fog), 활승안개(upslope fog)가 있고, 수증기 증발

에 의한 안개는 증기안개(steam fog)와 전선안개

(frontal fog)가 있다.[3] 

한편 해안가 부근에서는 복사안개와 이류안개의 

특성이 동시에 나타나는 안개를 연안안개(coastal 

Fog)로 부르기도 한다.[4] 그리고 발생지역에 따라

서는 육무와 해무로 분류할 수도 있다.[5] 복사안개

는 주로 내륙지방에서 야간 강한 복사 냉각으로 지표

면 부근 수증기가 응결하면서 발생한다. 보통 일정한 

범위에서 형성되지만 해안이나 산악과 같이 국지풍

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는 이류 하여 온 안개에 의

한 시정저하와 저고도 실링을 형성하기도 한다. 흔

히 해무(Sea Fog)라고 불리는 이류안개는 상대적으

로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표면(수면, 지면, 적설지역 

등)을 이류하면서 표면 근처의 공기가 냉각 응결되

어 발생하는 안개로 경계층 부근의 열역학과 단열과

정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뜻한 공기와 풍부한 수

증기에 의한 강한 난류와 연직 혼합이 이루어질 경우 

2km 정도의 높이까지 발달하는 경향을 가지고, 해

상 전체를 덮을 만큼 광범위한 지역에서 발달할 수

도 있다. 이류안개와 성인은 비슷하지만 차가운 공기

가 따뜻한 수면 위를 이류하면서 수증기의 증발에 의

해서 형성되는 안개가 증기안개이다. 증기안개는 해

수면 부근에서 증발되는 수증기로 수면 상부의 공기

가 점차 습윤해서 응결에 이르면 형성된다. 연안안개

(Coastal Fog)는 최근 들어 이슈가 되고 있는 안개

로 그 원인이 복잡하기 때문에 여전히 상세한 형성과

정의 역학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Fig. 1에서 보이

는 것과 같이 연안안개는 그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고 

복사안개와 이류안개의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고, 

주변지형과 해안선 형태 등에 따라 복잡한 양상을 보

이기 때문에 해무와 구별되는 독특한 특성을 가진다. 

특히 2015년 2월 11일 발생한 연안안개 사례는 인

천공항에서 04시 30분에서 10시까지 항공기 결항을 

초래하였고, 인근 영종대교에서 106중 추돌사고를 

유발하여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야기한 아주 드문 연

안안개 사례이다. 앞으로도 인천공항 부근의 육지화

가 가속되어 복사무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서, 바다에

서 발생된 해무와 결합되는 연안안개의 발생 빈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5년 2월11일 인천공항과 인근에서 발생한 연안

안개의 형성과 유지 과정의 기상학적 특성을 분석하

여 연안안개 예보에 도움을 주고자한다. 

II. 항공기 결항과 연쇄 교통사고를 

야기한 연안안개 사례 기상분석

2.1 지상 및 하층 일기도 분석 

보통 안개는 지표면 부근의 열역학적 영향을  받

아 대기 중상층의 종관규모 강제력의 영향을 거의 받

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국지성과 지속성 등

을 고려해 볼 때 2015년 2월 11일 경기만 부근의 연

안안개 현상은 지상 및 대기 하층에서의 공기의 움직

임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Fig. 

2는 2월 10일 00UTC ,11일 00UTC 지상 일기도를 

보인 것으로, 10일 한반도는 남서쪽에 중심을 둔 고

기압의 영향권에서 한반도 북부지방까지 중규모고기

압이 형성되어 있고, 한반도 북부에서 중국 산둥반도 

지역까지 시정저하 현상도 관측되고 있다. 이는 충분

한 수증기와 안정화된 공기가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즉 이 사례는 국지적인 복사냉각

에 의한 복사안개와 이류안개와 같은 광역적인 안개

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 모두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

다. 11일 00UTC 일기도에서 한반도는 고기압과 고

기압, 저기압과 저기압 사이에 놓인 안장부에 위치

하고 있었다. 안장부상에 놓인 상태에서 안개가 형

성되는 데에는 지표면 부근에서의 수증기 공급과 안

정화된 공기층의 존재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

다.(Fig. 2). 2월 9일 내렸던 눈과 비로 지표면 부근

에 충분한 수증기가 남아있는 가운데 온난 습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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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2. Surface Charts at 00UTC 10th(A) and 11th(B) 

Feb. 2015

 Fig. 3. Daily minimum temperature at 09th(A), 

10th(B), and 11th(C) Feb. 2015

 Fig. 4. Horizontal distribution of Visibility 

at 1500LST 10th Feb. 2015 

남쪽 고기압의 영향으로 노점온도가 높은 공기가 한

반도로 유입된다면 안개는 쉽게 형성될 수 있었을 것

이다.

Fig. 3은 2월 9일에서 11일까지 최저기온을 보

인 것이다. 2월 9일 중부지방 최저기온은 -10℃ 이

하를 보이다 기압골이 통과후인 10일 최저기온은 전

일에 비해서 5℃~10℃ 가까이 오른 0℃~-5℃ 분포

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10일 낮 최고기온은 5℃에

서 10℃까지 올라 전일 내린 강설이 녹아 지표면이 

충분히 젖을 수 있는 조건이었다. 그리고 11일 아침

에는 서울 경기지방으로 다시 -5℃내외로 떨어졌다. 

따라서 전일 녹아있던 지표면에 충분한 수증기가 존

재하고, 최고기온에 비해서 15℃ 이상 떨어지는 복

사냉각 효과가 겹쳐져 안개 발생 가능성은 매우 높았

음을 알 수 있다. 10일 00UTC 지상일기도(Fig. 2)

에서 한반도에서 중국 동해안까지 이어진 안개 구역

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은 다음날 시정을 예보하는데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Fig. 4는 시정이 제일 

양호한 시간대인 10일 15시 AWS 시정으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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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5. Visible satellite images at 1300LST 10th(A) 

and 1500LST 11th(B) Feb. 2015

 Fig. 6. Surface T-Td, Td, and Winds at 00UTC 9th(A), 

10th(B), and 11th(C) Feb. 2015

지역은 최고 시정이 3km 이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는 지표가 충분히 젖어있는 상태에서 대기 중에 안개

입자 형성에 유리한 많은 수적 혹은 연무 입자들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연무 현상은 서해상에 광범위하게 형성

되어 있었다는 것을 위성영상(Fig. 5)을 통해서 확인

할 수 있었다.

NOAA RGB 위성영상은 황사, 연무탐지에 활용되

고 있는 영상으로, 2월 10일 13시 경 산둥반도에서 

경기만 부근으로 연무밴드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

다. 이 연무밴드는 낮 동안 시정장애 현상이 유지되

도록 하는 것과 안개로 성장하는데 충분한 수적과 응

결핵을 제공하여 다음날 경기만과 중부지방의 안개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 11일 

15시 한반도 중부지방에 위치한 연무밴드가 남쪽으

로 이동하면서 중부지방은 10km 이상의 시정을 회

복하기 시작했다.

또한 지상 습수와 노점온도(Fig. 6)도 안개 형성에 

매우 용이했음을 보여준다. 9일 00UTC 한반도는

건조한 가운데 노점온도가 -5℃에서 -10℃ 분포를 

보이다가 10일 00UTC 한반도 중부지방으로 습수가 

2℃ 이하인 구역이 발생하면서 안개가 발생했다.

그리고 11일 00UTC 한반도 중부에서 서해상  지

역에 습수가 2℃ 이하 구역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또

한 주목해야 할 것은 노점온도선의 변화이다. 10일 

00UTC부터 한반도 서해상까지 진출했던 0℃ 등노

점선이 11일 00UTC에는 한반도 중부지방까지 북상

하고 있었다. 이는 11일 중부지방의 최저기온이 1℃

에서 -3℃의 분포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안개가 형성

될 수 있는 매우 유리한 조건임을 알 수 있다.

2.2 상층 일기도와 단열선도 분석

Fig. 7은 2월 10일과 11일 00UTC 925hPa 일기

도이다. 9일 한반도에 영향을 미쳤던 기압골은 10일 

00UTC에는 일본 북부지방까지 이동하고 한반도 중

부지방은 약한 기압골의 영향을 남부지방은 고기압 

전면의 영향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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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7. 925hPa Charts at 00UTC 10th(A) 

and 11th(B) Feb. 2015

 Fig. 8. Upper air sounding on Osan at 10th(A) 

and 11th(B) Feb. 2015

그리고 온도 골(thermal trough)이 한반도 중부

지방에 위치하고 있다. 한반도는 -3℃, 중국 산둥반

도 부근으로 0℃ 등온선이 있으며, 한반도 중부지방

의 온도 골의 깊이가 깊지 않다. 11일 00UTC에는 

한반도 지역으로 온난공기 유입이 뚜렷하게 나타나

고 있다. 이는 남서쪽에 위치한 고기압으로부터 온난 

습윤한 공기가 한반도로 충분히 공급되고 있었음을 

의미하는데 Fig. 7 (B) 하단 좌측 925hPa 습수와 등

노점선 분포에서 잘 알 수 있다. 한반도 지역으로 약

한 서풍기류가 형성되어 서쪽의 온난한 공기가 이류

하는 가운데 한반도 서부지방으로 습수가 2℃ 이하

인 구역이 넓게 분포하고 있다. 또한 등노점선 -5℃ 

구역이 습수가 낮은 지역에 위치하면서 안개가 짙었

던 중부지방으로 노점온도 능(ridge)을 형성하고 있

음을 볼 수 있다. 미국의 연구에 의하면[6] 이러한 형

태의 노점온도 능의 형성은 광범위한 범위에서의 안

개 형성에 유리한 조건임이 알려져 있다.

  Fig. 8은 2월 10일과 11일 00UTC 오산 단열

선도로, 10일 00UTC 단열선도에서 지표면 부근의 

접지역전이 형성되지 않았고, 850hP에서 700hPa 

고도에서는 역전층이 존재하지만 등온선과 등노점선

의 간격이 넓어 지표면 부근에서 상대습도는 60%를 

넘지 못하고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바람도 지표면 부근에서 12m/s 이상으로 안개

가 형성되기에 어려운 조건이었다. 그러나 11일 

00UTC에는 안개 형성에 유리한 조건을 보여주고 있

다. 지표면 부근에서의 복사냉각에 의해 접지역전층

이 지표면에 형성되어 있고, 11일 새벽인 18UTC부

터 대기 하층에서의 수증기 공급과 냉각의 시작으로 

925hPa 이하의 대기하층에서 상대습도가 85% 수준

까지 증가하고 있다. 또한 850hPa 고도 부근에서 등

온선과 등노점선이 만나 대기하층에서 혼합에 의한 

안개 소산을 막고 있어서 안개가 상대적으로 오랜 시

간 지속되는데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고 있다.

III. 겨울철 짙은 안개의 형성과

지속 환경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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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9. 20-years mean seasonal frequency of 

fog occurrence day 

Fig. 10. Horizontal distribution of Visibility from 
0300LST to 1200LST 11th Feb. 

2015 with 3-hours intervals respectively

 Fig. 11. Temporal distribution of Visibility on

 Inchon International Airport, Inchon city, 

and Kangwha at 11th Feb. 2015

3.1 겨울철 짙은 안개 형성 환경

일반적으로 겨울철은 봄철에 비해 안개가 거의 발

생하지 않는다. 손희정 등[7]이 1989년부터 2008년

까지 기상청과 공군에서 관측한 1km 미만 안개 분

석 결과를 보면(Fig. 9) 겨울철에는 안개발생이 다른 

계절에 비해서 매우 저조함을 알 수 있다.

인천공항의 해무와 연안안개 분석에 의하면[8] 이

류안개는 3월부터 발생이 증가하기 시작해서 6월에 

최대를 보인 후 7월부터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해무는 이류안개를 통칭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본 

논문에서 해무와 증기안개 모두 수면위로 공기가 이

류하면서 발생하는 안개의 일종이므로 이류안개는 

해무와 증기안개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설명할 것이

다. 2015년 2월 11일 사례는 복사안개와 이류안개 

그리고 연안안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중부지방에 

짙게 그리고 장시간 유지되는 특성을 보였다. Fig. 

10은 2월 11일 03시에서 12시까지 AWS에서 관측

된 시정을 3시간 간격으로 보인 것이다.

2월 11일 03시부터 경기북부 지방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복사안개가, 경기만 영종도와 연평도를 

포함하는 서북도서 지역에도 가시거리 2km 내외의 

안개가 형성되었다. 서북도서 지역 가시거리가 06시

를 기점으로 개선되고 있어 해무가 이류에 의한 것이

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06시 이후 경기북부

의 1km 미만 지역이 서울 서쪽과 영종도 부근까지 

확대된 것은 연안안개 혹은 내륙에서 형성된 복사안

개의 이류에 의한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일반적

인 복사안개와 달리 이번 사례는 일출 후 1시간 30

분이 경과한 09시 이후 가시거리가 100m 이하로 떨

어졌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안개 지

역 상공에 짙은 하층운이 분포하거나 안개가 바람을 

타고 이류하거나, 새롭게 안개가 형성되어야 한다. 

Fig. 11에서 볼 수 있듯이 인천공항은 11일 06시를 

기점으로 시정이 50m까지 떨어져 항공기 이착륙이 

제한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다. 

또한 인천은 일출시간인 07시 30분에 시정이 

123m까지 떨어졌고, 강화도는 5시 30분에 100m 

이하에서 7시 1km, 8시에서 10시까지 다시 떨어졌

다가 12시가 넘어서야 2km 수준까지 회복되었다. 

영종대교에서 106중 추돌사고가 발생한 시점인 09

시 45분경에는 인천공항 시정이 1km를 넘었고, 인

천 시정도 1.6km를 넘지만 강화도지역은 여전히 

100m 이하를 보였다. 즉, 50km 이내 좁은 지역에

서 다양하게 형성된 안개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

음을 알 수 있다.

복사안개의 형성은 앞선 Fig. 2~Fig. 4 분석에서 

지표면 부근에 충분한 수증기가 존재할 수 있는 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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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2. T-Td and Winds on 925hPa at 0300LST

 and 0900LST 11th Feb. 2015

조건이 나타났고, 야간복사 냉각이 이루어질 경우 충

분히 강한 복사안개가 형성될 수 있다. 또한  Fig. 5 

분석에서 복사안개 형성에 필요한 충분한 응결핵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월 10일

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대기가 가장 건조한 시간대

인 15시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50~75%의 상대습

도가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Fig. 6 참조) 서

울을 포함한 경기도 지역의 경우에는 50% 내외의 상

대습도를 보이고, 다음날 짙은 안개가 발생한 경기북

부와 서해 연안지역에는 70% 이상의 상대습도가 형

성되어 있었던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겨울철에는 15시 기준으로 대부분 30% 정도의 상대

습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안개 형성에 적절하지 못하

고, 만약 상대습도가 40%를 넘어서면 다음날 안개 

발생 가능성을 예보하게 된다. 따라서 전일 15시 기

준으로 상대습도가 50~75% 라는 것은 다음날 복사

냉각이 이루어질 경우 강한 복사안개가 발생할 가능

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 조건인 야

간 복사냉각은 고기압 중심권에서 구름에 의한 차

폐가 없고, 무풍에 가까운 바람이 있는 상태에서 가

장 강하게 발생한다. 11일 03시 국지일기도(not 

shown)를 보면 복사안개가 강하게 발생한 경기 북

부지방으로는 중규모고기압의 중심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선행 기압골에 의한 강설현상과 

눈 녹음, 전일의 강한 연무밴드에 동반된 높은 미세

먼지 그리고 야간복사 냉각에 유리한 중규모 고기압

의 형성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짙은 복사안개가 

경기북부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적

합한 환경이었다. 

3.2 짙은 안개 현상의 지속 원인 분석

복사안개는 일반적으로 일사를 받아 주변의 온도

가 상승하거나 다른 지역으로부터 건조공기가 유입

되거나 경계층에서의 수직혼합이 활발해지면  소산

되는 경향을 가진다. 그런데 2월 11일 안개의 경우

에는 일출 후에 오히려 더욱 안개가 발달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그 원인은 대기 하층에서의 지속적인 수증

기 공급과 아울러 행성경계층과 자유층간의 상하 혼

합작용을 제한하는 역전층의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Fig 8의 2월 11일 09시 오산 단열선도를 보면 대기 

하층 기온이 03시에 비해 1℃ 하강하였고 지표면 접

지역전과 850hPa 부근에서의 역전층의 깊이가 깊어

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단열선도에서는 일출 후인 09

시에 대기 하층 온도가 하강하여 상대습도를 증가

시키고 이에 따라 대기 하층에서의 절대 수증기량

을 강화시킴과 동시에 역전층이 2km 이상의 상공

까지 발달하여 복사안개로 인한 층운의 고도가 2km 

정도까지 발달하여, 이 층운이 일사에 의한 태양복

사 효과를 약화시키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

면 대기하층의 기온하강은 어디에서 유래한 것일까? 

925hPa 일기도(Fig. 12)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

다. 안개 형성기인 03시 925hPa 고도의 풍속은 약 

5~7m/s의 서풍계열의 바람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었다. 그런데 09시가 되면 풍속이 2~3m/s 내외로 

절반 정도로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복사안개

가 형성된 가운데 대기 상층에서 강하고 건조한 공기

가 유입되면 안개 상층부에서 증발현상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상하층 혼합이 증가하면서 안개의 소산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경향을 가진다. 그런데 풍속이 크

게 줄어들면서 그 효과가 미미해지는 수준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리고 주목해야 할 것은 서울과 경기만 

부근으로 습수가 더욱 낮아져 강한 습윤 구역이 형성

되고 있으며, 서쪽의 한랭 구역으로부터 서풍을 타고 

한랭 이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한랭공

기의 유입은 대기 하층의 기온을 떨어뜨리고 안개 최

상층부의 역전층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해서 경

기만과 경기 북부지역에서의 복사안개가 더욱 강하

게 발달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된다.

복사안개가 강화되는 것만으로는 연안지역에서의 

시정 저하 현상을 모두 설명하기 힘들다. 결국 경기

만 연안 지역으로 새로운 형태의 안개가 형성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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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2m temperature and 10m wind(A), surface 
T-Td, Td, wind(B), SST(C), and height, isotherm, 

and wind on 925hPa(D) at 0700LST 11th Feb. 2015

 Fig. 14. Schematic mechanism for winter time 

dense fog formation and 
sustain over westerm sea coastal area.

이류 되었어야 한다는 것이다.  11일 09시 가시영상

(Fig. 1 참조)을 보면 경기북부 지역과 강화도 부근

에 뚜렷하게 구분된 안개 구역이 나타나고 있다. 11

일 10시가 되면 내륙의 복사안개와 연안안개의 농도

가 짙어지면서 그 영역도 강화도 서쪽까지 확장되어 

점차 영종도 부근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

다. 그리고 영종대교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 시점

인 09시 30분에서 10시 사이에는 내륙 복사안개와 

강화도 및 영종도 부근의 안개가 더욱 강화되어 중심

도 점차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서해상에서 발행하는 해무의 경험적 예

보칙[9]은 서해상 해수온도와 925hPa 고도 기온이 

2℃ 내외인 조건에서 해수온도의 상대적인 높고 낮

음에 따라 이류안개와 증기안개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예보칙을 바탕으로 연안안개의 발생 환경을 

분석하기 위해서  2월 11일 07시 지상 2m 기온과 

10m 바람, 지상 노점편차와 노점온도, 해수면 온도, 

그리고 925hPa 등고도선과 등온선을 분석하였다

(Fig. 13).  지상 2m 온도와 10m 바람장을 보면 옹

진반도에서 경기만 부근으로 이어지는 0℃ 등온선을 

따라 해상에는 온난한 공기가 육지에는 차가운 공기

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공기는 상대적

으로 차가운 북한 지역에서 북동기류를 타고 남동진

한 후에 경기만 지역으로 유입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이렇게 형성된 북서기류는 안개가 소산에 이르는 

12시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된다.

지상에서의 습수 변화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

한 평안도에서 옹진반도를 지나 경기만 부근으로 이

어지는 기류를 따라 습수 2℃ 이하의 습윤 구역이 강

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03시 경 백령도와 연평도 부

근에 형성되었던 안개가 06시 이후 급격하게 약화된 

이유는 상대적으로 건조한 육풍이 유입되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반면 백령도 부근에서 경기

만 부근으로 약 200km 이상 유지되는 북서 기류를 

따라 습윤 구역이 형성되고 있다. 따라서 이 북서기

류가 경기만 부근에서의 연안안개 형성에 중요한 역

할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연안안개가 북서기

류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 더욱 명백한 이유는 06시

까지 남서기류의 영향을 받았던 경기만 지역의 습수

가 북서기류를 받는 07시 이후 더욱 강화되었고 07

시에서 08시 사이에 영종도를 비롯한 경기만 연안 

가시거리가 급격하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형

성된 연안안개는 해수면 온도와 925hPa 기온의 차

이가 2℃ 내외이고, 해수면온도 등온선과 925hPa 

등온선이 나란히 흐르는 가운데 등온선 방향과 같

은 방향으로 형성되었을 때 증기안개 형태로 발생

하게 된다. Fig. 13의 오른쪽 2개의 패널에서 볼 수 

있듯이 옹진반도에서 경기만 부근의 해수면 온도는 

1~2℃ 분포를, 925hPa 기온은 -2~-3℃ 내외의 분

포를 보이고 있다. 겨울철임을 감안할 때 3℃ 내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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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과 대기 온도차를 보이는 것은 연안안개 발생

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또한 해수면과 925hPa 등온

선에 나란하게 형성된 북서기류는 증기안개 형성 환

경과 잘 일치하고 있다. 2월 11일 09시 지상 2m 기

온, 10m 바람, 그리고 지상 습수에서(not shown) 

09시를 지나면서 경기만 해안선 부근의 풍향이 북서

풍 계열에서 북동풍 계열로 바뀌게 된다. 경기 북부

와 강화도 지역의 경우에 이미 08시부터 가시거리가 

100m 미만으로 떨어지기 시작했고, 1시간 후인 09

시부터 영종대교 부근으로 심한 시정장애 현상이 발

생한 점을 고려할 때 이 북동기류에 의해서 강화도 

부근에 형성되어 있던 복사안개가 연안지역으로 이

류 하여 경기만 지역에 형성되어 있던 연안안개와 병

합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Fig. 14는 복사안개 안

개 발생에서 강화, 이동 그리고 연안안개가 형성된 

후 복사안개와 연안안개가 병합되어 오랜 시간동안 

저시정이 유지되는 과정을 모식도로 보인 것이다.

경기만 연안에서 긴 시간동안 짙은 안개가 형성되어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증기안개 형태로 형성된 연

안안개(해무로 볼 수도 있음)와 내륙의 복사안개가 서

로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Fig. 14).   

IV. 결 론

안개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2015년 2월 11일 발

생한 겨울철 안개 사례와 같이 복사안개와 이류안개

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경우에 이를 적절하게 예측하

기 위해서는 각 안개의 형성과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수들에 대한 분석 및 예측자료의 활용이 필

요하다. 복사안개는 지표면 부근에서의 풍부한 수증

기, 야간 복사냉각 그리고 고기압권 내에서의 약한 

바람 등이 필요하다. 분석 일기도와 수치모델에서 예

측되는 지상일기도, 지상 습수, 구름 운량, 2m 온도

와 10m 바람, 그리고 인천 예상 단열선도를 면밀하

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분석 결과를 보면 먼저 지상

일기도를 통해서 야간 중 약한 바람과 하강운동을 유

도하는데 유리한 종관규모 혹은 중규모고기압의 존

재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11일 06시에 경기만과 

경기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중규모고기압 능이 형성

되어 있고 풍속도 1m/s 미만으로 거의 무풍에 가까

운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한반도 내륙과 경기만 

부근에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서 습수 1℃ 정도의 

습윤 구역이 존재함에 따라 지표면부근에서 쉽게 복

사냉각에 의해 응결에 도달할 수 있을 만큼의 수증기

가 존재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는 정도를 보여주는 운량 자료를 통해 

안개가 짙게 형성된 경기만 지역으로 새벽 사이에 구

름이 거의 없는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강한 복사냉각

이 이루어질 수 있었음을 잘 나타내고 있다. 복사안

개가 형성되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지표면 부근의 안

정된 대기상태가 일정기간 동안 유지되어야 한다. 지

상과 925hPa 고도의 기류의 흐름으로 판단할 때 다

음 단계에서 한랭공기의 이류와 연안지역으로부터의 

수증기 유입으로 대기 최하층에서의 상대습도가 높

아질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이류안개를 예

측하기 위해서는 종관규모 기압배치뿐만 아니라 중

규모 분석 및 예측장을 종합한 중규모 기압배치와 기

류 분석을 통해 고기압 권역 여부와 해수면 온도 분

포와 925hPa 등온선과 기류분포 등을 면밀하게 분

석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다양한 예측매개변수

들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2015년 2월 11일에 발

생한 연안안개 사례는 복사안개, 증기안개, 해무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하였고, 오랜 시간동안 그 

강도가 유지된 특이한 사례였다. 따라서 이 연구를 

바탕으로 앞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는 연안안개

의 분석연구가 쌓이게 되면, 연안안개의 실질적인 예

보법이 만들어지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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