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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에 그리는 그림, 비행운

누구나 한번쯤은 맑은 하늘에 하얀 선을 그리며 날아가

는 비행기 꼬리구름을 본 추억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어린 시

절, 제트기가 막 지나간 후 생긴 비행구름이 다 없어질 때까지 

고개를 뒤로 젖히고 하늘을 나는 꿈을 키웠던 사람들도 있을 것

입니다. 이런 시원함 때문에 비행기 꼬리구름은 텔레비전 맥주 

광고에도 자주 등장했었지요.

8천 미터 이상 고도에서 만드는 구름

하늘에 그려진 이 하얀 선은 바로 비행운이라고 불리는 

일종의 구름입니다. 비행운은 항공기가 맑고 냉습한 하늘을 날 

때 그 뒤에 가끔 만들어지는 긴 줄 모양의 구름이지요. 이런 비

행운은 주로 작은 물방울이 쉽게 증발하지 않고 얼어버릴 만큼

의 높은 고도에서 발생합니다. 보통 대기온도가 영하 38℃ 이

하인 약 8천 미터 이상의 고도에서 나타난답니다.

Question 60

하늘에 그리는 그림, 
비행운

항공기가 맑고 냉습한 

하늘을 날 때 그 뒤에 

가끔 만들어지는 긴 줄 

모양의 비행운은 주로 

작은 물방울이 쉽게 증

발하지 않고 얼어버릴 

만큼의 높은 고도에서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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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공군이야기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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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중 찬 공기와 배기가스의 혼합

제트기가 내뿜은 배기가스는 수증기를 포함하고 있습니

다. 제트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섭씨 약 700℃의 배기가스는 대

기 중의 찬 공기와 혼합됩니다. 이 수증기가 찬 공기와 부딪히

면 순식간에 얼어서 하얀 구름인 비행운이 되는 겁니다. 저온의 

대기에서 곧바로 얼어버린 얼음 알갱이들이 모여 구름을 이루

고 이러한 비행운이 만들어지는 것은 제트엔진을 장착한 비행

기가 높은 고도를 비행하는 경우라야 가능한 것입니다. 주로 높

은 고도로 지나가는 F-15K, KF-16과 같은 전투기와 민간여

객기 등에서 볼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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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에 그리는 그림, 비행운

오래 남는 비행운은 비의 징후

비행운이 만들어진 그 곳의 공기가 건조할 때는 비행운

이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건조한 날씨에 빨래가 잘 마르는 것

처럼, 수증기가 공기 속으로 금방 흩어져 버리기 때문이지요. 

그렇지만 상공의 공기가 습할 때 만들어진 비행운은 한 시간 이

상이나 하늘에 남아 있게 됩니다. 따라서 비행운이 오랫동안 남

아 있을 때는 그 곳의 공기가 습하다는 것을 알려준다고 할 수 

있지요. 이런 경우는 기압골이 접근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

문에 곧 비가 내릴 수도 있다고 보면 됩니다.

비행운이 생겨나는 과학적 원리가 어떻든 푸른 하늘에 

흰줄을 그으며 저 멀리 사라지는 비행기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어린 시절 비행운을 보며 가졌던 동경과 낭만이 아직 그대로 남

아 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