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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층(residual layer, -層)　　 기경계층 내에서 약하고 산발적인 난류현상이 그 특성을 

형성하게 하며, 기의 잠재온도와 전날 혼합층에 남아 있는 오염물질의 일정한 혼합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야간의 기경계층의 중간 영역.

잔류층이라고도 한다. 아래에는 복사냉각이 발생하는 지면과 접한 야간경계층이 존재하고, 위에

는 자유 기의 공기와 경계층의 공기를 분리하는 역전층이 존재한다. 지표와 직접 닿아 있지 

않으므로, 엄격하게 정의하면 경계층은 아니다. 

나뭇가지모양 결정(dendritic crystal, -結晶)　　나뭇가지모양의 구조로 짜인 얼음결정.

육각형 구조를 가지며 영하 15℃ 내외에서 수증기가 응축하면서 이루어지는 결정으로 눈 결정이

나 창문에 발달하는 서리 결정의 형성과 유사하다.

나비에-스토크스 방정식(Navier-Stokes equation, -方程式)　　점성유체에 해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 운동방정식.



  


∇    ∇  


∇∇⋅ 

여기서 는 시간, 는 유체의 속도, 는 압력, 는 유체의 도, 는 유체에 작용하는 총 외력, 

그리고 는 동점성계수이다. 점성의 효과는 열전도에서 온도 그리고 단순한 확산에서 도와 

유사한 역할을 한다. 나비에-스토크스 방정식의 해는 다만 제한된 특별한 경우에 얻어진다. 기

운동에서 분자점성의 효과는 통상적으로 난류과정의 효과보다 덜 중요시한다. 그리고 나비에-스

토크스 방정식은 직접 적용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맴돌이 점성에 한 개념을 이용하

면 어떤 문제에서는 이 한계가 극복된다. 나비에-스토크스 방정식들은 유체의 응력 텐서와 관련

된 어떤 단순화한 가정을 기초로 유도된다. 일차원의 경우 이 방정식들은 뉴턴 마찰법칙이라는 

가정을 나타낸다. 비압축성 유체의 경우 ∇⋅ 이 된다. 에크만 나선(Ekman spiral)을 참조

하라.

나이퀴스트 주파수(Nyquist frequncy, -周波數)　　시계열 관측자료에서 추출 또는 분석 가능한 

최  진동수.

관측시간 간격이 ∆인 경우 나이퀴스트 주파수()는  ∆


로 주어진다. 어떤 신호의 표본

수집주기가 2Hz(즉, ∆  )인 경우, 관측점을 연결하면 원래의 주기적인 신호를 얻을 수 

있다. 또한 ∆  인 경우에도 이 신호는 정확하게 포착된다. 그러나 ∆ 인 경우, 예를 

들면 ∆  인 경우, 즉 표집진동수가 2/3Hz인 경우에는 관측이 0, 1.5, 3초에서 이루어져 

이 점을 연결하면 주기가 3초인 진동이 되어 원래 주기가 1초인 신호가 포착되지 않으며 이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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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신호(aliasing)라고 한다.

낙진풍(fallout wind, 落塵風)　　 기 중에서 실시한 핵폭탄 실험에서 나오는 방사능물질과 

낙진을 포함하여 이를 이동시키는 류권 내의 바람.

상하층바람 관측으로부터 나타나며 상층 기와 지상에 낙진된 방사능물질을 이동시킨다.

낙하 존데 관측(dropsonde observation, 落下-觀測)　　강하하는 낙하 존데로부터 수신되는 

기상자료의 평가.

낙하 존데는 항공기에서 떨어뜨리는 작은 소모성 장비꾸러미이다. 이 낙하 존데는 강하하면서 

측정한 기압, 기온, 상 습도 자료를 항공기로 무선 송신한다. 또한 라디오 항법기술, 즉 위치정

보 시스템을 이용하여 낙하 존데의 위치를 추적함으로써 풍속과 풍향 자료를 얻는다. 처리된 

자료는 보통 유의 기압고도에 한 고도, 기온, 이슬점 및 풍향풍속으로 표시된다. 낙하 존데 

관측은 레윈존데 관측과 유사하다. 낙하 존데의 자료는 측기를 떨어뜨린 항공기에서 수신하고 

처리되는 것이 보통이다.

낙하종속도(terminal fall velocity, 落下終速度)　　어떤 낙하하는 물체가 특정한 물리적 성질을 

갖는 매질을 통과할 때, 물체에 작용하는 부력과 매질의 항력의 합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과 

같게 되는 순간 물체가 갖는 속도.

낙하종속도는 물체가 다른 물리적 성질을 갖는 매질로 진입하지 않는 한 일정하게 유지된다. 

기 중에서는 기층 간의 물리적 성질이 점진적으로 변화하므로, 빗방울과 같이 높은 고도에서 

떨어지는 물체의 낙하속도도 조금씩 변하여, 이러한 과정이 끝난 이후에 낙하종속도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인다. 정체된 공기에서 지름이 80㎛보다 작은 물방울의 낙하종속도는 스토크스 법칙으

로 계산할 수 있고, 그보다 큰 물방울의 경우 경험적인 값들을 사용한다. 

난기풀(warm pool, 暖氣-)　　1. 주위에 차가운 공기로 둘러 쌓여 있는 상 적으로 따뜻한 

공기지역.

2. 분리 공기압이 형성될 때 고위도 지역에서 따뜻한 공기가 고립되어 수직으로 확장되는 공기덩이.

필리핀 동쪽 해상에 위치한 연평균 해수면온도가 약 26∼27℃ 이상을 유지하는 따뜻한 해수면 

영역이며, 이곳은 류가 활발하여 열 저기압이 자주 발생하는 해역이다.

난류(turbulence, 亂流)　　유체의 운동에서 매우 불규칙하며 무작위 변동을 보이는 운동.

운동의 각각의 성분이 예측할 수 없을 정도이나 통계적인 특성은 지니고 있다. 보통 유체역학에

서 레이놀즈 수가 어떤 임곗값을 넘으면 유체가 시공간적으로 매우 불규칙한 변동을 나타내어 

이를 난류라고 하며, 3차원적인 입체 구조, 비선형, 와도, 확산 등의 특징을 갖는다. 난류층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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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요소가 활발하게 혼합되며 운동량, 열, 수분 등의 확산과 수송이 층류에서 보다 탁월하다.

난류(warm current, 暖流)　　열  또는 아열 에서 발원하여 적도에서 극 방향으로 향하는 

해류.

유역 밖의 해수보다 고온·고염분이지만, 산소가 적어서 일반적으로 생산력이 낮다. 저위도의 

따뜻한 물을 고위도로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 태평양의 쿠로시오 해류나 서양의 멕시코 만류가 

표적이다. 한류를 참조하라.

난류길이규모(turbulence length scales, 亂流-規模)　　난류에서 맴돌이 규모의 크기를 나타내

는 척도.

최 , 최소 크기의 구분은 레이놀즈 수에 의해 결정된다. 최 길이규모는 보통 경계층 깊이와 

같은 기하 흐름에 제한된다. 난류운동 에너지가 최 규모의 평균류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난류길

이규모는 종종 에너지 함유 범위라고 한다. 최소규모는 점성과 최 규모 맴돌이에 의한 에너지 

공급률에 의해 결정된다. 최 규모와 최소규모 사이의 중간규모를 관성아구간규모라고 하는데, 

이 규모에서 난류운동 에너지의 생성과 소멸은 없지만 큰 규모에서 작은 규모로 에너지를 전달하

기만 한다. 작은규모의 맴돌이는 소용돌이늘림의 비선형적인 과정을 통해 큰규모의 맴돌이로부

터 생성된다. 일반적으로 에너지는 최 맴돌이에서 최소맴돌이로 전달되며, 그 시간규모는 큰 

에디 하나의 반전시간 정도이다. 맴돌이 크기규모에 따른 각각의 표준난류길이규모가 있는데, 

에너지 함유 맴돌이는 적분길이규모, 관성아구간 맴돌이는 테일러 미규모, 소산영역 맴돌이는 

콜모고로프 미규모(Kolmogorov microscale)가 표준난류길이규모이다.

난류속(turbulent flux, 亂流束)　　준 무작위 맴돌이에 의하여 이동되는 유체의 흐름.

난류 플럭스라고도 한다. 속도성분과 임의변수 사이의 공분산으로서 온위와 속도수직성분의 시

계열 값은 난류의 수직 동역학적 열속, 를 밝히는 데 이용될 수 있다. 

  
 
 



   
  

 
 



′′  ′′

여기서 은 시간에 따른 자료의 수, 는 측정시각, ′과 ′은 풍속과 온위의 수직성분의 평균값

에 한 편차이다. 와 는 풍속의 수직성분과 온위의 시간 에 한 평균값이다. 이와 같이 

기경계층에서 물리량, 는 일반적으로 평균치, 와 변동, ′ 의 합, 즉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기의 도를 , 연직속도를 라고 하면 는 연직방향의 질량속을 나타낸다. 

그리고 질량과 함께 연직으로 이동하는 물리량의 플럭스는   로 주어진다. 여기서 

 ′으로 고려하고 시간평균을 하면, 의 연직난류속은 
′′ 으로 주어진다.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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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면 연직운동량 플럭스, 그리고 ′  ′이 비습이면 수분 플럭스를 나타낸다.

난류운동 에너지(turbulence kinetic energy; TKE, 亂流運動-)　　난류에서 맴돌이와 관련된 

단위질량에 한 평균 에너지.

물리적으로 난류운동 에너지는 시어, 마찰, 부력 등에 의해서 생성된다. 난류운동 에너지는 에너

지 다단과정(cascade)에 의해 이동하며 콜모고로프 규모(Kolmogorov scale)에서 점성에 의해 

소모된다. 유체에서 난류운동 에너지의 시간 변화율은  로 주어진다. 

여기서  ′ ′′이며, ′ , ′  그리고 ′은 유체속도의 3성분의 평균에 한 

변동을 나타낸다. 그리고 와 는 각각 시어와 부력에 의한 난류에 에너지 생성, 는 점성에 

의한 난류 에너지 소모 그리고  은 난류 에너지가 유체의 한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난류혼합(turbulence mixing, 暖流混合)　　난류 작용에 의하여 물리량이 평균화되는 현상.

연직혼합과 수평혼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안정도에 의하여 크게 좌우되며 레이놀즈 수가 큰 

경우에 발생한다. 해양은 수직적으로 안정적인 층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연직혼합이 잘 이루어

지지 않고 수평혼합에 비하여 그 값이 매우 적다.

난방도일(heat degree-day, 煖房度日)　　일평균기온이 기준이 되는 온도 이하인 날들의 일평균

기온과 기준온도 간의 차이를 월간 혹은 연간으로 누적하여 나타내는 값.

난방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산출하는 데에 이용된다. 여기서 기준온도는 민족, 연령, 목적, 

시설, 사회 경제적 여건에 따라 다르게 결정되며 우리나라의 현재 일평균기온의 기준온도는 

18℃이다.

난층운(nimbostratus, 亂層雲)　　회색 그리고 종종 어두운 색을 띠며 다소 지속적인 산만하면서 

다양한 비, 눈, 진눈깨비 등을 내리지만 번개, 천둥, 우박을 동반하지 않는 주요한 구름 유형.

부분 강수는 지면에 닿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난층운은 부유하는 수적, 약간의 과냉각 

수적, 낙하하는 수적과 혹은 눈 결정체, 눈송이로 이루어져 있다. 난층운은 수평과 수직 규모가 

크다. 이 구름의 큰 도와 두께(보통∼1km) 때문에 태양을 볼 수 없다. 더욱이 구름 하부에 

작은 물방울이 없으면, 난층운은 내부에서는 희미하면서 균일한 빛을 띤다. 난층운은 뚜렷한 

아랫부분이 없으며 오히려 시정의 감쇠가 일어나는 깊은 구역이 존재한다. 종종 구름의 기저로 

오인할 수 있는 고도가 눈입자가 빗방울로 바뀌는 고도에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고층운이 

태양을 완전히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두꺼워지면서 난층운이 발생한다(Ns altostratomutatus). 

이 시점은 통상적으로 그리고 상 적으로 지속성 강수의 시작과 일치한다. 드물게 층적운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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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적운과 같은 형태에서 발달하기도 한다(Ns stratocumulomutatus 또는 Ns altocumulomutatus). 

난층운은 적란운이나 봉우리 적운이 강수를 내릴 때 이 구름들이 퍼져나가면서 형성된다(Ns 

cumulonimbogenitus 또는 Ns cumullgeneiuts). 정의에 의하면 난층운은 항상 상호보완적인 

형태로 강수구름이나 미류운을 동반한다. 부속구름, 토막구름 또한 난층운의 보편적인 형태이다. 

처음에 토막구름은 독립된 단위로 구성되어 있으나 나중에는 합쳐져 연속적인 층을 이루며, 

위로 확장하여 난층운이 된다. 난층운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두터운 고층운, 층운 또는 층적운과 

매우 혼동하기 쉽다. 그러나 고층운은 색이 더 밝으며, 구름 아래가 덜 균일하며 태양을 완전히 

가리지 않는다. 구름에서 강수가 지상에 도달하는 구름을 난층운이라고 하는 좀 더 의심스러운 

경우도 있다. 층운도 강수가 있을 수 있으나 그 강수입자가 작다. 층적운은 구름의 기저 한계가 

뚜렷하며 뚜렷한 기복을 보인다.

날린 물보라(blowing spray)　　바람에 의해 원래의 물덩어리에서 분리된 물방울의 집단.

일반적으로 파도의 물마루에서 형성되며, 양적인 면에서 충분할 때 기 중으로 날리면서 수평 

시정거리를 11km(약 7마일) 이하로 감소시킨다. 지상항공관측 시스템에서는 시정장애 요소로서 

BY로 표기되며, METAR 또는 SPECI 관측 시스템에서는 BLPY로 표기된다.

날씨예보(weather forecast, -豫報)　　강수, 구름 발생, 바람, 기온으로 표시되는 미래 기상태

를 파악하고 이를 국민의 생활, 안전, 산업활동, 여가 선용 등에 활용할 수 있게 알리는 일.

이러한 업무는 주로 국가 공공기관이나 사설기관이 법적 권한의 형태로 행한다. 현재로서는 

공식적인 한국의 날씨예보권은 기상청이 보유하고 있다. 최근 날씨예보를 위한 필수적인 도구로 

수치예보모형을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러한 수치예보모형은 기유체의 운동을 수학적

인 방정식으로 표현하여 날씨를 예측할 수 있게 한다. 

남극고기압(antarctic anticyclone, 南極高氣壓)　　그린란드 고기압과 유사한 남극 륙에 놓여 

있는 빙하 고기압.

과거에는 관측적 증거가 불충분하였으나 국제지구관측년(International Geophysical Year, 

IGY)에 의하여 상당히 밝혀졌다. IGY에 의한 관측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남극고기압에 해서는 

복사냉각에 의해 설빙면을 덮는 매우 얇은 것, 몇 개의 셀(cell)로 나누어진 것, 륙 주위에만 

존재하는 것 등 여러 가지 설이 있었다. 기온의 접지역전과 지형의 경사에 따라 발생하는 수평 

방향의 기압경도에 의한 소위 중력풍의 개념이 도입되면서, 남극고기압의 개념은 그다지 사용되

지 않고 있다. 한편 탈야드(H. Taljaad)는 연안의 상층풍이 600hPa 정도까지 1년을 통해 동남극

에서는 동풍이 탁월하고, 서남극에서는 서풍이 탁월하다는 사실에서 적어도 동남극의 연안 내륙

부는 600hPa 고도까지는 고기압이며, 서남극에서는 저기압부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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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대(antarctic zone, 南極帶)　　남극권 안의 지 로서 남위 66° 33´과 남극점 사이의 지역.

남극전선과 륙수 경계(continental water boundary：남극환류와 편서풍이 있는 남극해안 부

근 사이의 좁은 경계지역) 사이의 지역.

지리학적으로 남극권(남위 66° 33´)과 남극점 사이의 지역을 지칭한다. 기후학적으로는 남위 

60° 정도의 한계 지역으로, 극 쪽으로 향하는 편서풍이 동풍 혹은 다른 바람으로 바뀐다. 부분

의 이 지역들은 여름에도 기온이 0℃를 넘지 않는다.

남극순환해류(antarctic circumpolar current, 南極循環海流)　　서풍해류로 알려져 있으며, 남극

을 순환하며 표면에서 해저까지 광범위하게 동쪽으로 향하는 해류.

이 해류 수송은 130스베드럽이나 되는 가장 강한 해류이며, 속도는 0.1 정도이다. 수송의 

75%는 면적으로는 20%에 해당하는 극과 아극 전선 에서 발생한다. 이 해류는 해저지형에 영향

을 받으며 일반적으로 서쪽으로의 진로에서 편향이 일어나 지역적으로 소용돌이를 형성하기도 

한다. 남극 륙 주변을 서에서 동으로 흐르는 해류이다.

남극 오존 구멍(antarctic ozone hole, 南極-)　　1980년  중반에 발견된 남극에서 겨울과 

봄철에 성층권 하부에 일어나는 오존량의 감소현상.

극 성층권 구름에서의 비균질 화학작용과 간헐적인 태양빛의 조명현상으로 남극 성층권 하부에 

일어나는 오존의 전체 혹은 많은 양이 광화학적으로 파괴되는 현상이다. 염소나 브롬 같은 할로

겐 원소들이 상당히 견고한 분자들을 비균질 반응을 통하여 쉽게 광분해하여 원자나 일산화물 

할로겐을 만들어 내고 결국 이들이 오존을 화학적으로 파괴하게 된다. 주로 염화불화탄소(CFCs)

나 다른 할로겐 화합물과 질소 산화물과의 광화학반응으로 오존이 산소분자로 변환됨으로써 

기존의 오존층이 엷어지고 주로 극지방에서 심하게 오존층이 얇아져 구멍 형태로 그 현상이 

나타난다.

남극 중층수(antarctic intermediate water, 南極中層水)　　남극지방에 수심 약 700m에서 

1,200m 사이 부근에 존재하는 해수로 염분도가 가장 낮고 높은 산소량을 보이는 이동속도가 

매우 느린 해수. 

칠레의 동쪽과 그레이트 오스트레일리아만의 남쪽 심층수 류 사이 및 남극 극전선을 따라 

다양한 위치에서 형성된다. 남극 중층수는 지구 기의 에크만 수송과 수 도의 발산과 수렴현상

으로 인해 이동하고, 남극 수렴선 부근에서 침강하여 양 중층을 따라 적도 해역의 중층까지 

퍼진다.

남방진동(southern oscillation, 南方振動)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의 해수면 기압 크기가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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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갈아 진동하는 현상.

남반진동은 1924년 잉글랜드 기상학자인 길버트 워커(Gilbert Walker, 1868∼1958)에 의해 발

견되었으며, 연구가 진행되면서 기-해양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엔소(El Niño와 Southern 

Oscillation, ENSO)의 기 성분임이 밝혀졌다. 남방진동의 기압 패턴은 서태평양에 고기압 편

차, 동태평양에 저기압 편차가 위치하고 있다. 시간이 진행되면서 서태평양에 저기압 편차, 동태

평양에 고기압 편차로 바뀌게 된다. 이후 다시 반 의 분포로 변하는 등의 진동을 하며, 주기는 

약 2∼6년이다. 남반진동의 강도는 남방진동지수(Southern Oscillation Index, SOI)를 통해 알 

수 있는데, SOI는 남태평양의 섬 타히티와 오스트레일리아의 다윈(Darwin)의 기압차이로 계산

한다.

남북지수(meridional index, 南北指數)　　자오면 방향의 기운동 성분을 각 위도 에서 부호 

없이 평균한 값.

더 나아가 5일 기간의 값을 평균을 할 때 남북지수는 북반구 중위도 류권의 저층 중층에서 

5∼20노트 정도의 값을 가진다. 동서지수(zonal index)를 참조하라.

남적도반류(South Equatorial Countercurrent, 南赤道反流)　　 서양과 태평양에서 발생하며 

남반구 무역풍의 바람응력이 최소가 되어 8°S 근처 남적도류(south equatorial current)에 묻힌 

동쪽 방향 흐름의 띠.

태평양의 남적도반류는 아시아-오스트레일리아 몬순에 의해 조정되며 북서 몬순 기간(12∼4월) 

동안 0.3ms－1의 속력으로 가장 강하지만, 나머지 기간 동안과 동태평양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서양의 남적도반류는 약하고 흐름의 띠가 좁고 변화하는 데 가장 강한 속력은 해수면 

아래 100m 근처에서 약 0.1ms－1 정도이다. 

남적도해류(South Equatorial Current, 南赤道海流)　　남반구 아열  북쪽지역에서 형성되는 

무역풍에 의해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서쪽 방향의 일정한 해류.

직접적으로 바람을 유도하는 남적도해류(SEC)는 바람장에 의해 즉각적이고 다양하게 반응하므

로 남반구의 겨울(8월)에 가장 강해진다. 남적도해류는 서양에서 0.1∼0.3m/s의 속도로 흐르

며 3°N∼25°S 사이에서 발견된다. 태평양에서도 같은 위도 를 흐르지만 유속이 0.6m/s에 달하

며, 8월에는 27 Sv(27×106m3/s)를 수송시키지만 2월에는 7 Sv로 감소한다. 인도양에서는 북동

계절풍(12∼4월) 기간 동안 위도 8∼30°S 사이에서 나타나며, 한 해 동안 0.3m/s에 가까운 

속도로 북향하여 남서 계절풍 기간 동안인 9월에는 6°S까지 확장된다.

남태평양 수렴대(South Pacific convergence zone; SPCZ, 南太平洋收斂帶)　　남태평양에서 

나타나는 하층 수렴 로서 서태평양(적도 140°E)의 온난역(warm pool)에서 30°S, 120°W에 



ㄴ

124낮은 지수

이르기까지 뻗어 있는 수렴 .

이 수렴 를 따라서 구름 와 강수 가 함께 나타나며, 간단히 SPCZ라 한다. 

낮은 지수(low index, -指數)　　중위도에 나타나는 비교적 낮은 동서지수.

기류가 상 적으로 약한 편서풍 성분을 가질 때를 가리킨다(보통 강한 남북운동에 적용). 이러한 

형태의 순환모양을 저기압 지수상태라고 한다. 저기압지수(低氣壓指數)라고도 한다.

내리바람(fall wind)　　온도가 낮고 도가 커서 활강운동에서 가속되는 바람.

내리바람은 개개의 경사 규모보다 큰 규모의 현상으로서, 산맥의 경사나 상공에 누적된 찬공기가 

흘러내리면서 형성된다. 때로는 평원이나 고지 에 찬공기가 쌓이거나, 또는 한랭전선 후방에서 

광범위하게 한랭기단의 한 부분으로 산맥에 다가온다. 내리바람은 댐을 넘쳐흐르는 물과 비슷한 

수력 특성을 나타낸다. 특히 노르웨이의 해안이나 어느 정도 먼 섬에서 강한 동풍이 나타날 

때 내리바람이 잘 발달한다. 이때 이것들은 해안을 따라 좁으면서도 길게 좋은 날씨 띠를 형성한

다. 내리바람은 또한 에게해(Aegean Sea)의 북안에서도 잘 나타난다. 이곳 그리스의 Hagion 

Oros 반도의 남쪽 끝에 아토스산이 솟아 있어서 바다로 급격한 경사를 이루고 있는데, 이곳에서 

한랭한 북동풍인 큰 규모의 아토스(Athos) 내리바람으로 내려온다. 때로는 이 바람이 풍력계급 

8로서, 바다 쪽으로 수 킬로미터를 불어나간다. 페루의 해안에서는, 해풍의 시작 이후 가끔 고지

로부터 불어내리는 갑작스러운 강한 돌풍으로 내리바람이 분다.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는 북서쪽으로부터 하강하는 스콜을 테레알토소(terre altos)라고 한다. 남극내리바람은 내륙 

얼음벌판으로부터 나오는 격렬한 내리바람으로서 눈보라가 형성된다. 기타 내리바람의 예로는 

미스트랄(mistral), 파파가요(papagayo), 바다르(vardar) 등이 있다. 연구자에 따라서는 한랭공

기의 흐름이 아니더라도, 큰 중규모 과정과 종관규모(즉, 개개의 경사 규모보다 큰 규모)의 과정

에 의해 발생하는 활강바람도 내리바람이라 한다. 비표준 용어에서는 푄(foehn)과 치누크

(chinook)도 내리바람으로 간주된다.

내부경계층(internal boundary layer; IBL, 內部境界層)　　지표로 밑에서 한정되고 어떤 기 

성질의 다소 간의 예리한 불연속으로 위에서 한정되는 기층. 

내부경계층들은 지표의 어떤 성질(예：공기역학적 거칠기 길이 또는 지표열 속 등)의 불연속을 

건너뛰며 일어나는 공기의 수평 이류와 관련되어 있으며, 그 안에서 기가 새로운 지표 성질들

에 하여 스스로 조절하고 있는 그런 층들로서 간주될 수 있다.

내부 에너지(internal energy, 內部-)　　어떤 계의 집합적 운동의 운동 에너지와 그 계에 미치는 

외력들로부터 일어나는 잠재 에너지를 제외하고 남은 그 계의 에너지.

분자들의 계의 내부 에너지는 그들의 병진적 운동 에너지들, 그들의 진동적(운동 및 잠재) 및 



ㄴ

125 냉각단위

회전적 (운동) 에너지들, 그리고 분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들로부터 일어나는 잠재 에너지 전량

의 합이다. 이상기체는 그 분자 간 잠재 에너지가 영인 기체로 정의된다. 그런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그것의 온도에만 의존한다.

내부중력파(internal gravity wave, 內部重力波)　　부력의 영향 아래서 도의 차이로 층리된 

유체 안에서 전파하는 파.

내부파, 중력파라고도 한다. 그 분산방정식은  ± 로 주어진다. 여기서 는 진동수, 

은 부력진동수, 그리고  는 파수 벡터 의 수평 성분이다. 모든 파수들에 해 내부중력파들

은 보다 더 작은 진동수를 가진다. 그들의 군속도는, 그것의 연직성분이 위상속도의 연직성분과 

반  부호를 가지도록, 위상속도에 직교한다.

내부파(internal wave, 內部波)　　유체운동의 하나의 파로서 그 최  진폭을 유체 안이나 한 

내부적 경계(경계면)에서 갖는 파.

내부와 외부파들의 개념들은 비압축성 균질 유체들 안의 중력파들의 연구에서 생겨났다. 그 

유체의 정지 안정도가 한 자유 곡면에 집중되어 있는가 아니면 한 (내부) 경계면에 집중되어 

있는가는 그 파의 역학에 아무 차이도 주지 않는다. 하지만 연속적으로 변하는 도를 가진 

유체 안에서 내부중력파는 최  진폭들과 마디 면들을 그 유체 자체 내부에 가지며, 그래서 

이들은 외부파들과 적절히 분별된다. 

내삽(interpolation, 內揷)　　종속변수의 알려진 이산적인 값들로부터 알지 못하는 중간값들을 

추정하는 방법.

일차원에서 다항식들이나 다른 함수들을 그 알려진 점들에 맞추는 다양한 방법이 동원될 수 

있는데, 그 사용되는 기술의 정교함은 무엇보다도 그 알려진 값들의 수와 정확도에 의존한다. 

한 일기도의 분석은 이차원에서의 한 내삽이며 평활이다. 

냉각거울습도계(chilled-mirror hygrometer, 冷却-濕度計)　　수증기가 응결될 때까지 거울을 

영하 온도로 냉각시켜(얼려) 이슬점온도를 측정하는 측기.

거울에 반사되는 빛을 측정하고 그 빛이 분산되어 반사광이 변하는 시점을 기록함으로써 응결 

시작점을 측정한다. 거울은 다양한 방법으로 냉각 및 가열할 수 있어, 열전기적 방법이 그중에 

하나이다. 전기회로는 끊임없이 빛의 반사를 감지하여 습도가 변화하는 중에도 거울의 온도가 

이슬점을 유지하도록 조절한다. 본 장치는 부분의 경우 절 적으로 정확도와 정 도가 높다. 

그러나 반응속도는 다소 늦다.

냉각단위(chill(ing) unit, 冷却單位)　　온  과실나무가 휴면에서 벗어나 꽃이나 잎이 정상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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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발육하기 위해서는 일정 온도 이하의 저온에서 일정 기간 이상 경과되어야 하는데, 이와 

같은 식물의 휴면요구도의 충족 정도를 기온으로 계산한 일종의 지수.

냉각단위는 시간단위로 계산되며 일정 기간 누적한다. 1℃ 이하에서 1시간 경과한 경우는 냉각단

위는 0이며, 7℃ 부근에서 1시간 경과한 경우는 냉각단위 1이고 14℃ 부근에서 1시간 경과한 

경우는 다시 냉각단위 0으로 저하되고 21℃에서 1시간 경과한 경우는 냉각단위 －1로 저하한다. 

봄철에 정상적인 생장을 재개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누적 냉각단위는 식물종과 품종에 따라서 

다르다.

냉각률(cooling power, 冷却率)　　인간생기후학의 연구에서, 인체에 대한 대기의 냉각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고안한 몇 가지 매개변수 중 하나.

본질적으로 냉각률은 계의 등온(대체로 섭씨 34℃)을 유지하기 위해 임의의 장치를 필요로 하여 

가해진 열의 양으로 결정한다. 전체 계는 가능하면 물체의 외부 열교환 메커니즘에 가깝게 대응

될 수 있도록 고안되어야 한다. 이 원칙을 적용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들에는 카타 온도계, 프리고

리미터(냉각력 측정계) 그리고 냉각계 등이 있다. 

냉각시간(chill(ing) hour, 冷却時間)　　과실나무가 휴면에서 벗어나 꽃이나 잎이 정상적으로 

발육하기 위해서는 일정 온도 이하의 저온에서 일정 기간 이상 경과되어야 하는데, 일정 온도 

이하로 내려간 총시간.

냉각단위와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냉각시간 계산에 이용하는 기준온도는 식물종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복숭아의 경우는 기준온도를 7℃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하로 내려가는 총시간을 

계산하여 냉각시간으로 한다.

냉방도일(cooling degree day, 冷房度日)　　냉방도일은 일평균기온이 냉방도일의 기준온도인 

24℃ 이상인 날에 대해서 기준온도와 일평균기온 간의 차이를 1년 기간 동안 합산한 값.

냉방도일의 계산식은, 일평균기온()이 기준온도()보다 높은 날에 대해서   로 

계산된다. 냉방도일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준온도는 국가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되지만 

대체적으로 24℃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너셀트 수(Nusselt number, -數)　　유체에서 열전달 시에 나타나는 무차원의 수.

너셀트 수 는 때로는 열전달 계수라고 하며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


여기서 는 유체 내부에 있는 물체에서 단위시간에 표면적()을 통해서 유체로 전달된 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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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물체와 유체의 특성 온도차, 는 열전도도, 그리고 은 물체의 특성 길이이다. 물체의 특성량

을 적절히 선택하면 순수한 전도 상황에서 전달될 수 있는 열에 한 실제로 전달된 열의 비로 

해석할 수 있다. 

너울(swell)　　바람이 부는 지역을 벗어나 바람이 약해지거나 그친 지역에서 더 이상 발달하지 

않는 해파.

이때 파봉은 둥글어지고, 전체 파형은 비교적 규칙적으로 변해 가며, 파장은 점점 길어져 빠른 

속도로 멀리까지 전파된다. 일반적으로 짧은 너울은 파장이 100m 이하이며 주기는 8초 이하이

다. 중간 정도의 너울은 파장이 100∼200m이고 주기는 8∼11초이다. 긴 너울은 파장이 200m이

고 주기는 11초를 넘는다. 태풍이 접근해 올 경우 일반적으로 태풍의 이동속도보다 빠른 너울이 

해안에 먼저 도달된다. 우리나라 동해안에서는 파도가 잔잔한 날에 갑자기 멀리서 전파해 온 

큰 너울이 해안에 도달하여 갯바위나 방파제에서 낚시하는 사람을 덮치기도 한다. 너울과는 

달리 바람이 불고 있는 해역에서 갖가지 파고, 파장, 주기의 파들이 동시에 존재하여 파봉이 

불규칙한 파도를 형성하며 계속 발달하는 해파를 풍랑이라고 한다.

네뷸(nebule)　　사람의 눈이 느끼는 밝기를 기준으로 한 기 불투명도를 나타내는 단위.

1네뷸은 투과율 을 가진 영상막의 불투명도를 말한다.


  

즉, 연속적으로 놓인 영상막 100개는 단지 입사광의 1,000의 1만 투과시킨다. 일반적으로 주어진 

기나 기의 층이 1km당 특정 네뷸 값의 불투명도를 가진다고 말한다. 단위 km의  네뷸의 

불투명를 가지는 기를 통과하는 광학길이  km에 한 투과율 는  
로 주어지며, 

은 위에서 정의한 바와 같다. 단위 km당 1네뷸의 불투명도는 단위 km당 0.069의 소산계수에 

해당한다.

노부인의 여름(old wives’ summer, 老夫人-)　　중유럽의 9월 말경 밤은 차고 아침은 안개가 

있으나 따뜻하고 맑은 날씨의 기간.

인디언 서머(Indian summer)와 비교되는 용어이다. 여름과 겨울 기압계 사이의 전이현상으로 

설명한다. 여름 중유럽은 아조레스 고기압이 지배적인데, 이 고기압의 쐐기가 남서 독일로 확장

한다. 겨울은 시베리아 고기압의 능선이 스위스를 건너 확장한다. 이 두 고기압이 발생하는 

기간 사이 평균 9월 18∼22일간 독일에 독립적인 고기압이 형성되는 기간이 나타난다. 이 고기압

이 점점 동쪽으로 이동하면 노부인의 여름은 지연되며 서부 러시아에서는 10월까지 지속한다. 

이 용어는 유난히 좋은 가을 날씨와 관련이 있는 ‘old wives’ tales(미신)’가 널리 퍼져나가 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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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으로 추측한다. 

노트(knot)　　1. 항해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속도 단위.

2. 시간당 하나의 해상 마일.

1노트는 시간당 1.1508 법정 마일(1.852km) 또는 초당 1.687ft(0.5144m)와 같다. 그 명칭은 

당시 선미(船尾)에 삼각형의 널조각을 끈에 매달아 흘려보내면서 그 끈에 28ft(약 8.5m)마다 

매듭(knot)을 짓고, 28초 동안 풀려나간 끈의 매듭을 세어 배의 속력을 측정하였던 데서 유래

한다.

녹색섬광(green flash, 綠色閃光)　　일출이나 일몰 때 태양의 상부 가장자리 또는 그 부근에 

보이는 초록빛의 섬광.

녹색섬광은 하나의 신기루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 형성되는 영상은 땅에 있는 물체의 부분 영상

이 아니라 태양의 부분 영상이다. 녹색섬광에는 신기루의 특성인 변위와 일그러짐 현상 외에 

현저한 분산현상도 존재한다. 저고도 태양의 상부 가장자리는 보통 얇은 초록색 테두리를 갖고 

있는데, 이 초록 테두리는 너무 좁아서 태양의 나머지 부분이 수평선으로 차단되지 않는 한 

육안으로 보기 어렵다. 녹색섬광은 태양의 나머지 부분에 의한 불명화와 수평선에 의한 차단 

사이에서 초록색 테두리가 일시적으로 나타난다고 흔히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일련의 현상은 

아주 희미한 섬광을 발생시킨다. 오히려 현저한 섬광은 항상 초록색 테두리의 다중 영상과 확  

영상을 포함하고 있는 것 같다. 태양의 작은 부분에 다중 영상이 나타나면 이것은 앞으로 나타날 

섬광에 한 좋은 예표이다. 다중 영상이 나타날 광학적 징후로서는 태양에 톱니모양의 모서리가 

생긴다. 기가 없을 때 저고도 태양의 위치로부터 기가 있을 때 저고도 태양의 영상을 위로 

변위시키는 굴절은 짧은 파장일수록 더 강한 효과를 나타낸다. 이 과정이 태양의 밑부분에 붉은 

테두리를 만들고 태양의 꼭 기 부분에는 파랑 또는 초록의 테두리를 만든다.

논블로킹 통신(non-blocking communication, -通信)　　블로킹 통신과 달리 프로세스는 통신 

루틴이 호출된 후 통신의 완료까지 기하지 않는 현상.

이런 논블로킹 통신 특성을 이용하게 되면 병렬 프로그램이 교착에 빠지는 문제를 막을 수 있고, 

통신과 수치계산의 중첩을 통해 병렬 프로그램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하지만 통신에 이용

한 버퍼를 계산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통신이 완료되었는지 항상 확인해야 한다.

농사력(agricultural calendar, 農事曆)　　계절에 따른 자연환경의 변화를 잘 이해하여 농작물이

나 농작업과 잘 조화되도록 만들어진 달력.

달의 차고 기욺에서 유래한 태음력에 태양의 위치에서 유래한 태양력(24절기)을 추가하여 농사

력이 만들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