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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상전보식은 수십년 전부터 기상현상을 전달하고 공유하기 위해 

만든 전세계 기상인의 언어이자 소통의 약속입니다. 표준화된 기상전문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과학적 일기예보는 등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인류공존의 기술이자 인류 최고의 합작 발명품인 일기예보를 위해 과거 

선배 기상인들은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기상을 

관측했고 기상전보식을 따라 관측전문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관측전문은 국제적 교환을 거쳐 전세계인이 이용하는 일기예보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면서 기상관측장비가 정밀해지고 관측기술이 다양짐에 

따라 세계기상기구(WMO)는 관측기술에 적합하도록 국제기상전보식을 

주기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본 지침서는 WMO에서 발간된 2010년판을 

실무에 그대로 적용하도록 한 번역본입니다.

국제기상전보식이 처음 만들어진 1970년대는 우리나라가 낙후된 

기상후진국이었습니다. 그러나, 21세기에 접어든 지금 세계 7위의 

기상강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에 걸맞게 첨단기상관측장비가 도입

되었고, 한국의 기술로 첨단의 기상관측장비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술력이 이 지침서에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국제기상전보식이 세계기상을 선도하고 우리 기상영

토를 더욱 확장하는 역할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번역본이 

나오기까지 수고한 관측정책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2년 1월

                      기상청장   조 석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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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

기상정보는 WWW의 GOS 관측자료, GDPS 처리 자료 및 예보자료를 국제적으로 교환하기 

위해 사용한다.

기상전보식은 전문 형식(CODE FORM)과 기상요소 또는 지구물리 자료를 표현하는 식별

문자(SYMBOLIC LETTER)로 구성된 이진부호로 되어 있다. 전문의 식별문자(또는 문자 군)는 

기상요소의 값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숫자로 변환된다.

상세설명(SPECIFICATION)은 다양한 식별문자를 숫자로 직접 변환하여 정의해 준다. 

어떤 경우 식별문자의 직접 숫자로의 변환으로 충분하지만 다른 경우 부호표(CODE 

TABLE)로 규정하는 숫자 부호(CODE FIGURE)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전보식 명칭, 부호

문자, 전치 식별어 또는 지시군으로 사용하기 위해 많은 식별어(SYMBOLIC WORD), 식별 

숫자군(SYMBOLIC FIGURES GROUP)들이 개발되어 있다.

국제적 교환을 위한 전문 형식, 식별어, 숫자군, 문자의 선택에 관한 규칙은 WMO 

Technical Regulations. Vol.Ⅰ. Chapter A.2.3 에 기술되어 있다. 전문 형식은 국제기상전보식 

제1권(Vol.Ⅰ. Manual on Codes)에 수록되어 있다. 

국제적인 교환전문과 별도로 WMO 지역협의회간의 교환만을 목적으로 하는 몇 개의 

지역 전문 형식이 있다. 국제기상전보식 제2권에 수록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제기상전보식 형태를 사용하기 위한 지역기상전보식 제정 절차

- WMO 사무국이 정한 국제 또는 지역기상전보식을 따르는 국가기상전보식 제정 절차

- 국가기상전문 형식

WMO GTS 망을 통해 교환되는 기상정보와 해빙 및 위성의 위치 추적에 관한 특수한 

전문은 제2권 부속서에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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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국제기상전보식(Manual on Codes) 1권은 기상자료 및 국제기상과 관련된 지구물리 자료에 

관한 WMO 국제 전문코드를 포함하고 있다. 이 전보식은 WMO 기술 규정 부속서 Ⅱ와 

기술적 규약을 처리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매뉴얼은 2권으로 되어 있으며, 국제기상전

보식 1.1권은 A부(PART A), 1.2권은 B부(PART B)와 C부(PART C)로 구성되어 있다.

Volume Ⅰ.1

A부(Part A) - 5개 절로 구성된 문숫자 코드

1장 이 장은 국제 전문 형식과 이에 대응되는 표준 코딩(부호화) 순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장에서 사용된 형식과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전문 형식(code form) : 괄호 내에 있는 그룹은 삭제 항목으로서 특별한 상황에서 포함될 

수도 있다. 소괄호로 표시된 주제어는 국제적 의사결정에 의해 정해졌음을 의미하고, 이러한 

결정은 각 전문 형식 아래의 규정에 제시되어 있다.

․ 부(part)와 전문 형식의 절(section) : 전문 형식은 여러 형태의 전문화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명확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 별개의 전문으로 전송될 수 있는 요소를 

부(parts)라고 하며 특정 식별그룹을 전달한다. 전문 형식이나 부는 특정 상황에서 생략할 

수 있는 절과 식별 숫자지시부나 군(group)으로 나누어진다.

주 : 전문 형식에 대한 간략한 설명은 전문 형식 아래에 있는 주석(note)에 설명되어 있다.

․ 규정(regulation) : 주석에 대한 규정은 기술규정에 있는 표준 코딩(암호화)방법을 포함한다. 

표준 코딩방법은 영문자 "shall"의 사용으로 구별하며,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의 경우 

적절한 동의어로 구별한다. 국가별 관행이 이러한 규정에 맞지 않을 때는 “shall”에 관련된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에 도움을 주기 위해 WMO 사무총장에게 공식적으로 알려야 한다. 

설명이 필요한 주석은 때때로 규정에 추가되기도 한다.

2장 이 장은 일반적으로 전문화된 보고와 특수문자로 예보하는 식별문자를 포함하고 있다. 

설명서와 연관된 정의와 표준 코딩방법이 주석 형태로 설명서에 적절하게 첨가된다. 표준 

코딩방법을 나타내는 주석은 인쇄관행으로 의미를 설명하는 주석과 영문자 ‘shall’의 사용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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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중 ‘shall’의 적절한 동의어를 사용하는 의미를 설명하는 주석

과는 구별된다. 식별문자가 전문화된 정보를 나타낼 때, 예를 들면 측정된 값의 크기가 

아니고, 숫자 부호의 설명을 포함하는 표에 대한 참조가 괄호 사이에 포함된다.

3장 이 장은 부호표의 숫자 부호를 설명하고 있으며, 부호표는 관련 부에 포함된 국제부호표 

번호부여 시스템을 따른다. 

4장 이 장은 관측소 번호부여 체계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다.

5장 이 장은 보퍼트 바람계급과 전문에서 사용되는 풍속에 따른 보퍼트 바람규모를 포함한다.

Ⅰ.1권의 첨부 Ⅱ, Ⅲ은 WMO 기술규정에는 포함되지 않고 단지 정보만 주어진다.

Volume Ⅰ.2

B부(Part B) - 이진수 전문(Binary Codes)

관련 부호표와 설명이 있는 이진수 전문 목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C부(Part C)- 이진수와 문숫자 전문의 일반적 특징

이진수와 문숫자 전문에 대한 공통부호표와 문숫자 전문 표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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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상전보식 개정 절차

1. 일반적인 확인과 수행 절차

1.1 개정의 제안

국제기상전보식 개정은 WMO 사무국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안서에는 반드시 개정 

필요성과 목적, 요건을 명시하고, 기술적 문제에 대한 연락 담당자 정보를 포함한다.

1.2 권장 초안

WMO 기술규정을 크게 개정하지 않는 한 사무국이 지원하는 자료 표시와 전문에 관한 

전문가 팀(Inter-Programme Expert Team on Data Representation and Codes, IPET-DRC)은 

제시된 요청을 검증하고, 요청에 대한 권고 초안을 작성해야 한다.

1.3 이행 일자

IPET-DRC는 이행 일자를 정하여 WMO 회원국에 통지하고 개정사항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 IPET-DRC는 신속한 처리절차를 제외하고 6개월보다  

짧은 기간을 제시할 경우 이에 대한 사유를 문서화 해야 한다.

1.4. 승인 절차

IPET-DRC의 권장 초안이 6항에서 주어진 절차에 따라 확인된 이후, 개정의 종류에 

따라 IPET-DRC는 개정안의 승인을 위해 다음 절차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 신속한 처리절차

- CBS 회기 사이 개정안 채택을 위한 절차

- CBS 회기 동안 개정안 채택을 위한 절차

1.5 긴급 도입

   위 절차와 관계없이 예외적 조치로서 다음의 절차는 긴급한 사용자가 BUFR/ CREX 

표 A, B, D와 BUFR, CREX 및 GRIB 에디션 2의 전문과 플래그 테이블 및 공통부호표에 

신규 등록을 해야만 한다.

  (a) IPET-DRC에 의해 만들어진 권고 초안은 6.1, 6.2, 6.3항에 따라 확인 검증되어야 한다.

  (b) 운영 데이터와 출력값에서 사용되는 사전 실행 권장 초안은 IPET-DRC, OPAG-ISS 

의장 및 CBS 회장이 승인해야 한다. 사전 실행 항목 리스트는 WMO 웹서버에 온라

인으로 유지된다.

  (c) 사전 실행 항목은 1.4항 절차 중 하나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

1.6 버전 숫자

마스터 테이블의 판 번호(version)는 증가 된다.

1.7 갱신된 버전의 발행

전문 매뉴얼에 대한 개정안이 채택되면 관련 부분이 갱신된 버전을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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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어 등 4개국 언어로 발행한다. WMO 사무국은 1.3항에 언급된 통지 일자에 관련 

부분의 새로운 갱신 가능성을 모든 WMO 회원국에게 통지해야 한다.

2. 신속한 처리 절차

2.1 범위

신속한 처리 절차는 부호표나 플래그에 관련된 BUFR이나 CREX 표 A, B, D와,  부호

표나 플래그 또는 GRIB의 보기판과 공통부호표 C에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다.

2.2. 동의

IPET-DRC에 의해 작성된 개정 이행 일자를 포함한 권장 초안은 OPAG-ISS 의장이 

동의해야 한다.

2.3 승인

2.3.1 약간의 수정

기존의 전문과 플래그 테이블, 공통부호표에서 보류되거나 사용되지 않는 항목을 채워 넣는 

것은 약간의 수정으로 간주하며, 이는 CBS 회장과 협의를 통하여 사무국장이 수행한다.

2.3.2 기타 형태의 수정

기타 형태의 수정을 위해 통지 일자를 포함한 권고 초안의 영문판은 전문 요점과 데이터의 

표현문제에 대한 초점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배포가 되어야 하며 회신까지 2개월 안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의 채택을 위해 집행위원회를 대신하여 CBS 회장에게 제출된다. 

2.4 빈도

신속한 처리 절차를 통하여 승인된 개정안의 통지는 1년에 2회(5월, 11월) 이루어진다. 

IPET-DRC → OPAG-ISS 의장 → CBS 회장
 또는   

IPET-DRC → OPAG-ISS 의장 →
전문과 데이터 표현 

문제에 대한 초점
→ CBS 회장

<그림 1. 신속한 처리 절차에 의한 개정의 채택>

3. CBS 회기 사이 개정안 채택에 대한 절차 

3.1 권장 초안의 승인

CBS 회기 사이 개정안의 즉각적인 채택을 위한 첫 절차로 IPET-DRC의 개정안에 이행 

일자를 포함한 권장 초안은 승인을 위해 OPAG- ISS 의장과 CBS 부회장에게 제출한다.

3.2 회원국에 통보

CBS 회장의 승인 하에 사무국은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의 4개국 언어로 

작성되고 개정 일자를 포함한 권고 초안을 의견 수렴을 위해 개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모든 회원국에 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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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동의

개정안의 통보로부터 2개월 이내에 회신하지 않은 WMO 회원국은 개정 내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3.4 조정

WMO 회원국은 IPET-DRC와 의견이나 반대의견 토의를 위한 담당관을 지정해야 한다. 

만약 IPET-DRC와 지정된 담당관이 개정안을 합의하지 못하면 이 개정안은 IPET-DRC

에서 재차 고려되어야 한다. 

3.5 통지

WMO 회원국이 개정안에 동의하면 사무국은 OPAG-ISS 의장과 CBS 회장/부회장과 

협의 후에 승인된 개정과 이행일자를 WMO 회원국과 집행위원회국에 동시에 통지한다. 

IPET-DRC →
 OPAG-ISS 의장

 CBS 회장과 부회장
→

WMO 회원국 

동의
→

WMO 회원국과 

집행위에 통보

<그림 2. CBS 회기 동안 개정안의 채택 절차>

4. CBS 회기 동안 개정안 채택을 위한 절차

CBS 회기 동안 개정안의 채택을 위해 IPET-DRC는 개정안의 이행 일자를 포함한 

권고 초안을 「정보시스템과 서비스의 개방 프로그램 영역그룹(OPAG-ISS)」의 「정보시

스템과 서비스의 실행/조정팀(ICT-ISS)」에 제출해야 한다. 다음 개정안은 CBS 회기에 

제출하고 그 다음에는 EC 회기에 제출한다.

IPET-DRC → ICT-ISS 회의 → CBS 회기 → EC 회기

<그림 3. CBS 회기 동안 개정안 채택 절차>

5.  BUFR와 CREX 표에 있는 기존 항목의 수정을 위한 절차

5.1. 새로운 기술용어 도입

운영 중인 BUFR 또는 CREX 요소에 대한 기술어 또는 연속된 기술용어에서 잘못된 

항목의 설명서가 발견되면 CBS 회기 사이에 이를 개정하기 위해 신속한 처리 절차나 

일반 절차를 통해 새로운 기술용어가 적절한 표로 추가되어야 한다.

5.2 잘못된 설명서 수정

잘못된 항목에 대한 예외 조치로, 만약 설명을 바꿈으로써 기존의 잘못된 설명서를 

꼭 수정해야 하면 아래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5.2.1 요소에 대한 기술어의 명칭과 단위는 사소한 설명은 제외하고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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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등급, 기준값과 비트의 폭은 규정된 값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5.2.3 이러한 변화는 신속한 처리 절차를 통하여 제출된다.

6. 확인 절차

6.1. 제안 요구와 목적의 문서화

변경 요구나 제안에는 이유 및 목적이 문서화 되어야 한다.

6.2 결과의 문서화

이 문서에는 6.3과 같이 확인 검증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6.3 변환기(encoder)와 해독기(decoder)의 검사

수정 또는 새로운 WMO 전문과 자료 표시 형식을 위하여 제안된 변경사항은 그 변경

사항을 포함한 적어도 두 개의 독립적으로 개발된 변환기와 해독기를 사용하여 검사되어

야한다. 고유한 출처에서 나온 데이터(예: 실험용 위성의 자료 흐름)의 경우에 적어도 

두 개의 독립된 디코더와 함께 단일 인코더의 검사를 만족시켜야 한다. 기술적 설명을 

검증하기 위하여 IPET-DRC가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여   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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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기상전보식

각 전문은 “FM - 로마 숫자” 순서로 나열되며, 이 로마 숫자는 전보식이 채택 

또는 개정된 WMO CSM/CBS(1974년 이후)의 회기 숫자를 나타낸다. 

더 나아가 지시용어는 전문 형식을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사용하므로 전보식 

명칭으로 부른다. 어떤 경우에 전보식 명칭에 전보식의 앞자리에 있는 식별어가 

포함되어 전문 통신시 전보식 명칭을 알 수 있게 해준다(예: CLIMAT). 

FM 번호체계 형식은 전보식 명칭과 CBS 기준 목차에 따라 다음과 같다.



( 여   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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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 12-XIV SYNOP 육상관측소의 지상관측 전보식

FM 13-XIV SHIP 해상관측소의 지상관측 전보식

FM 14-XIV SYNOP MOBIL 이동식 육상관측소의 지상관측 전보식

전문 형식

제절 MiMiMjMj










DD 

또는
Abwnbnbnb










YYGGiw











IIiii또는
LaLaLaLa QcLoLoLoLo










 MMMULaULo hhhhim 

제절 iRixhVV Nddff f f f snTTT snTdTdTd
UUU    PPPP









PPPP또는
ahhh








     appp     RRRtR      











wwWW또는
wawaWaWa










     NhCLCMCH     GGgg

제절 Dsvs ssTwTwTw PwaPwaHwaHwa PWPWHWHW dwdwdwdw

PWPWHWHW PwPwHwHw 








IsEsEsRs또는 ICING
plain language










HWaHWaHWa swTbTbTb ICE 








ciSibiDizi또는plain language









제절   snTxTxTx snTnTnTn  Ej j j  E′sss j j j j  j j j j j 
              RRRtR  RRRR NsChshs SpSpspsp
                 

제절  N′C′H′H′C t

제절  국가별로 정하는 숫자군

(한국 : 1RRRR, 2SnT′xT′xT′x, 3SnT′nT′nT′n, 4SnT′aT′aT′a, 5SoSoSoSo, 

        6SSSS, 7Hx′Hx′Hn′Hn′, 8Hn′Hn′DiDi, 9HcHc//. Gd′d′f′f′ TG′G′g′g′)

*     FM 12에서만 사용

**    FM 13에서만 사용

***   FM 14에서만 사용

****  FM 13과 14에서만 사용



FM 12 SYNOP, FM 13 SHIP, FM 14 SYNOP MOB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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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 FM 12 SYNOP은 유인 또는 자동화 육상관측소, FM 13 SHIP은 유인 또는 자동화 해상관

측소, FM 14 SYNOP MOBIL은 육상이동관측소의 종관기상관측 전문보고에 사용한다.

     (2) 육상관측소의 SYNOP 전문은 식별문자 MiMiMjMj = AAXX로 표시한다.

     (3) 해상관측소의 SHIP 전문은 식별문자 MiMiMjMj = BBXX로 표시한다.

     (4) 이동식 육상관측소의 SYNOP 전문은 식별문자 MiMiMjMj = OOXX로 표시한다.

     (5) 전문 형식은 절로 된 숫자군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숫자의 올림차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a) 제0절의 모든 군, 제1절의 처음 2개 군은 어떠한 지상관측소도 포함해야 한다.  

   (b) 가능하면 해상관측자료에 제2절 222Dsvs 첫 번째 자료군을 포함한다.

   (c) 제4절의 자료군은 3개의 숫자 지시군으로 명확히 확인된다.  

   (d) 이들 군 중에서 어느 한 군의 자료를 사고로 인하여 누락하더라도 누락 부분은 그 군의 

정보에 국한된다.

   (e) 괄호안 절이나 군의 포함 또는 생략은 관측소 종류나 자료 요구의 특별한 경우로 정해진다.

   (f) 보고할 자료가 중요치 않거나 정상적으로 얻을 수 없을 경우에는 생략하여 전문의 길이를 

단축할 수 있다.

     (6) 전문 형식은 다음과 같은 몇 개의 절로 구성된다. 

절 번호 식별 숫자군 내    용

0 -
식별자료(관측보고 종류, 선박의 호출부호, BUOY의 식별번호, 날짜, 

시각, 위치) 및 사용한 풍속 단위

1 -
국제간 교환자료로 SYNOP, SHIP 및 SYNOP MOBIL에 

공통된 형식

2 222 해상 또는 연안관측소의 국제교환자료

3 333 지역내 교환자료

4 444 구름밑면고도가 관측소 고도보다 낮은 구름에 관한 국내 교환자료

5 555 국가별로 정하는 숫자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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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작성 규정

12.1 개요 

12.1.1 전보식 명칭 SYNOP, SHIP 또는 SYNOP MOBIL은 관측보고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주 : 규정 12.1.7항 참조 

12.1.1.1 SYNOP MOBIL은 이동관측소의 관측자료를 전문화하기 위한 것으로 육상 고정

관측소 SYNOP 전문을 대체할 수 없다.

주 : 적용된 사례로 환경적으로 위험한 지역에서 임시적인 기상요소 감시가 있다. 

12.1.2

         
MiMiMjMj

D....D**

YYGGiw 군의 사용
또는

A1bwnbnbnb*

     주 : 규정 18.2.3항의 주 (a), (b), (c) 참조 

12.1.2.1 동일 관측시각에 작성하고 동일 풍속 단위를 사용하는 지상관측의 SYNOP 전문

을 집단으로 보고할 때 MiMiMjMj YYGGiw 군은 전문군 첫 줄에만 표시한다.

12.1.2.2 SHIP 또는 SYNOP MOBIL 전문을 하나의 집단으로 보고할 때 MiMiMjMj 군은 

전문군 첫 줄에만 표시한다.

       

D....D**

YYGGiw 군은 개별전문마다 표시한다.또는

A1bwnbnbnb*

주 : 규정 12.1.7항 참조 

*  FM 13에만 사용

** FM 13과 FM 14에만 사용

12.1.3 절의 사용 

12.1.3.1 육상관측소 또는 육상이동관측소의 관측보고에는 제0절과 제1절이 반드시 포함되

어야 한다. 연안관측소의 관측보고 중에 해양자료를 포함할 때는 제2절도 포함되

어야 한다. 육상관측소 표시와 위치는 IIiii 군으로 나타낸다. 우리나라의 연안관측

소는 제5절을 사용하여 연안관측자료를 보고한다. 

12.1.3.2 육상이동관측소의 표시는 D․․․D로, 위치는 99LaLaLa, QcLoLoLoLo, MMMULaULo로 나타

낸다. 추가로 육상이동관측소는 관측소의 고도 측정 단위와 측정 정확도를 포함하여 

관측소 고도를 hohohohoim 군으로 나타낸다.

12.1.3.3 육상이동관측소(제0절 및 제1절 외)의 해당 자료가 있을 때는 최소한 제3절의 

지시숫자 5, 8 및 9군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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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4 해상관측소의 관측보고에는 제0절과 제1절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관련 자료가 

있으면 제2절도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제2절에서는 관측상황과 관련된 자료군을 

최대한 보고한다. 해상관측소의 표시는 D․․․․D 또는 A1bwnbnbnb 군을 사용하여 나타내며, 

위치는 99LaLaLa, QcLoLoLoLo 군으로 표시한다.

12.1.3.5 해양기상관측소는(제0절, 제1절 및 제2절 외) 해당 자료가 있을 때 최소한 제3절의 

지시숫자 5, 8 그리고 9군이 포함되어야 한다.

12.1.3.6 보충관측선박의 관측보고 중 제1절에는 최소한 다음 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iRiXhVV  Nddff  1snTTT  4PPPP  7wwW1W2  8NhCLCMCH 

여기서

       (a) iR은 4만을 사용한다.

       (b) iX는 해당되는 1 또는 3의 숫자 중 하나를 사용한다.

12.1.3.7 보조관측선박의 관측보고 중 제1절에는 최소한 다음 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iRiXhVV  Nddff  1snTTT  4PPPP  7wwW1W2 

      여기서

       (a) iR은 4만을 사용한다.

       (b) iX는 해당되는 1 또는 3의 숫자 중 하나를 사용한다.

주 : (1) 위의 제1절 변형 형식은 검정 측기를 설치하지 않은 모든 선박과 항해선박이 비교적 

드문 해역을 항해 중에 관측 요청을 받은 선박, 특히 폭풍의 우려가 있거나 

폭풍속을 항해하는 선박이 작성하기 편리한 형식임. 이 선박은 전문형식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평문으로 보고할 수 있음.

(2) 선박이 구름자료를 보고하지 않는 경우에 h는 사선(/)으로 보고함

(3) 선박이 기온 0.1℃, 기압 0.1 hPa단위까지 관측할 수 있는 검정 측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해당 0.1 자리를 사선(/)으로 보고함.  

12.1.4 자동기상관측소에서 보고할 경우에 식별문자로 지정한(반드시 보고하는 군의) 요소 

중에서 해당 자료를 관측할 수 있는 장비가 없을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사선(/)으로 

보고한다. 6RRRtR, 7wawaWa1Wa2 그리고 8NhCLCMCH 군을 생략할 경우에는 iR, iX와 

N=0, N=9, N=/로 보고한다.

12.1.5 고정된 해상관측소(해양기상관측소 또는 계류부이 제외)로서 육상관측소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IIiii 군을 사용하여 관측소 표시와 위치를 보고한다.

12.1.6 관측시각이란 기압계의 시도를 읽은 시각이다

12.1.7 (a) 해상에 위치한 시추대 또는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시설에 위치한 관측소 식별은 

A1bwnbnbnb 군으로 나타내야 한다.

    (b) 부이, 시추대 또는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시설 이외의 호출부호가 없는 해상관

측소인 경우에는  D....D 대신 문자 SHIP를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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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육상이동관측소 전문보고에 적당한 호출부호가 없으면 D....D 대신에 문자 

MOBIL을 보고해야 한다. 

12.2 제1절

12.2.1 iRiXhVV 군

12.2.1.1 관측보고에는 반드시 이 군을 보고한다.

12.2.1.2 h - 최저운의 구름밑면고도

     안개, 모래보라 또는 먼지보라, 높은 날린눈 현상이 있으나 하늘이 보일 경우 h는 

최저운 구름밑면고도가 된다. 하늘이 전혀 보이지 않으면 h는 사선(/)으로 보고한다.

      주 : 제4절의 작성 규정 참조 

12.2.1.3 VV - 시정 

12.2.1.3 .1 수평시정이 방향에 따라 상이하면 VV는 최단시정을 보고한다.

12.2.1.3 .2 해상의 시정을 보고할 때는 VV = 90 ~ 99를 사용한다. 

12.2.2  Nddff 군

12.2.2.1 관측전문에는 반드시 이 군을 포함해야 한다.

12.2.2.2 N - 전운량

12.2.2.2.1 N은 관측자가 관측할 때 실제로 볼 수 있는 전운량을 말한다.

12.2.2.2 .2 틈새구름으로 된 고적운 또는 층적운(비늘구름)이 끼어 있을 때는 전천을 덮고 

있는 경우라도 이 구름 사이에는 언제나 틈이 나 있으므로 N=7 또는 그 

미만으로 보고한다(이 구름 위에 전천을 가리는 높은 구름이 있을 때는 제외).

12.2.2.2 .3 구름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안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현상을 

통하여 천공 또는 별들이 보일 때 N은 0으로 한다.

12.2.2.2 .4 안개 또는 이와 유사한 현상을 통하여 구름이 관측되는 경우에는 이 현상이 

없다고 간주하고 운량을 결정한 다음 보고해야 한다.

12.2.2.2 .5 전운량에는 비행운이 급속히 소산하여 생긴 구름의 양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12.2.2.2 .6 분명한 비행운이 발달하여 생긴 구름이나 구름덩어리의 경우라도 지속성이 

있을 때는 해당 CH 또는 CM 숫자 부호를 사용하여 구름으로 보고해야 한다.

12.2.2.3 ddff - 풍향과 풍속

12.2.2.3.1 관측 전 10분간의 풍향과 풍속의 평균값을 ddff로 보고한다. 그러나 이 10분 

동안에 바람 특성에 불연속이 있을 때는 불연속이 끝난 다음의 풍향과 풍속

의 평균값을 보고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관측 대상 시간 간격이 짧아진다.

12.2.2.3 .2 풍향풍속계가 없을 경우에, 풍속은 보퍼트 풍력계급표를 기준으로 추정한다. 

추정에 의한 풍력계급 수는 보퍼트 풍력계급표에 해당하는 풍속을 m/s 또는 

knot값으로 환산하여 ff로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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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3 .3 iw로 나타낸 풍속단위의 풍속(m/s 또는 kt)이 99 이상일 때 :

          (a) Nddff 군의 ff는  99로 보고한다.

          (b) Nddff 군의 바로 뒤에 00fff 군을 포함시켜야 한다.

           주 : 항해 중인 선박에서 측정한 겉보기 풍속은 풍속보고에 필요한 진풍속을 얻기 

위해 선박의 진로와 속도를 보정해야 함. 이 보정은 속도의 평행4변형 벡터법을 

기반으로 하거나 특정 환산표를 사용하여 계산함.

12.2.3  1snTTT, 2snTdTdTd, 4PPPP, 5appp 군

12.2.3.1 1snTTT, 2snTdTdTd, 4PPPP 군은 특정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한 관련자료가 

있을 때는 반드시 관측보고에 포함한다.

주 : 5appp 군에 대해서는 규정 12.2.3.5항 참조

12.2.3.2 1snTTT 군

        이 군을 송신하도록 자동화된 자동기상관측소에서 일시적인 측기고장으로 인하여 

자료를 얻을 수 없을 때 관측보고에는 이 군 전체를 생략하거나 또는 1//// 

형식으로 보고한다.

12.2.3.3  2snTdTdTd 군 

12.2.3.3 .1 측기고장 등으로 이슬점온도를 구할 수 없으나 상대습도 자료가 있으면 

2snTdTdTd 군 대신 29UUU 군을 사용한다. 이 경우에는 상대습도를 이슬점

온도로 환산해야 하며, 환산이 되지 않을 때는 상대습도를 보고한다.

12.2.3.3 .2 12.2.3.2항의 규정은 이 군에도 적용되므로 이 군 전체를 생략하거나 2//// 

형식으로 보고한다.

12.2.3.4 4PPPP 군

12.2.3.4.1 해면기압값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을 때 4PPPP 군으로 보고한다

주 :

(a) 정상적인 기상관측망 지역에 위치한 관측소 해면기압이 수평기압장 분석에 있어 

오직 그 곳에서만 반복하여 등압선 변형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관측소의 기압계

산값이 충분한 정밀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간주함.  

(b) 기상관측망 지역의 자료가 드문 지역 내에 위치한 관측소의 해면기압이 관측망 밀도가 

정상적인 지역과 유사한 지리적 조건에 있는 관측소에서 만족스러운 방법이라고 입증된 

보정방법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그 관측소의 해면기압은 충분한 정밀도가 있다고 간주함.

12.2.3.4 .2 지역협정에 따라 만족할 정도의 정확성을 갖는 해면기압값을 제공할 수 없는 

고지관측소에서는 관측소 현지기압인 3PoPoPoPo와 표준등압면의 지오포텐셜고도를 

함께 보고한다. 이 경우 4PPPP 군 대신 4a3hhh 군을 보고해야 한다.

            주 : 각 관측소에 적용되는 표준등압면은 WMO Publication. No. 9 Vol. A에 수록

되어 있다. 아시아지역(RA-Ⅱ)에서 지정한 고지관측소에서는 다음의 표준등압면 

고도를 4PPPP 군 대신에 4a3hhh 군으로 보고한다.



FM 12 SYNOP, FM 13 SHIP, FM 14 SYNOP MOBIL

- 9 -

                  표준등압면                    관측소 고도

 925 hPa                        500~800 m

                    850 hPa                      800~2,300 m

                    700 hPa                    2,300~3,700 m

                    500 hPa                    3,700 m 이상

12.2.3.5 5aPPPP 군

12.2.3.5.1 지역협정에 의해 따로 결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3시간 기압변화 경향 자료가 

있을 때는 이 군을 관측보고에 반드시 포함한다. RAⅡ 지역협의회 결정으로 

열대지역 위도권(30° N까지) 국가의 관측소 보고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12.2.3.5 .2 지난 3시간 기압변화경향 a는 가능한 1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등간

격으로 구분한 기압값으로 결정해야 한다.

            주 : 해당 숫자 부호 알고리즘은 WMO Publication No. 8 - Guide to Meteorological 

Instruments and Methods of Observation에 수록되어 있음. 

12.2.3.5 .3 자동기상관측소 관측보고시 12.2.3.5.2항에서 정한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없으면, 기압변화 경향이 증가하면 a=2, 감소하면 a=7, 3시간 전과 동일하면 

a=4로 보고한다.

12.2.4  3PoPoPoPo 군

      육상관측소 관측보고를 국제교환하는 전문에 이 군을 포함해야 하며 4PPPP 군과 

12.2.3.4.3항에 의한 4a3hhh 군과 함께 보고해야 한다. 

주 : 국제교환시간 이외의 이 군의 포함 여부는 각국의 결정에 따름.

12.2.5  6RRRtR 군

12.2.5.1 강수량자료를 6시간 간격으로 주요 관측 표준시각에 교환할 경우(예 ; 과거 6· 

12·18·24시간 동안의 강수량을 보고하는 것) 이 군은 제1절에 포함해야 한다.

         주 : 우리나라는 육상관측소 보고시 제1절에 포함하여 00/12 UTC에 과거 12시간 

강수량(tR=2)을 보고한다. 이외 시간에는 6RRRtR 군은 보고하지 않는다. 육상관측

소와 정점관측선의 강수자료는 00/12 UTC에 이전 12시간 강수량을 보고한다.

12.2.5.2 강수량자료의 지역 교환을 위하여 3시간 간격 또는 기타 필요한 시간 간격으로 

교환할 때는 이 군은 제3절에 포함해야 한다.

12.2.5.3 SHIP 전문 형식으로 보고하는 등대선 또는 해양관측소는 지역별 또는 국가별 

결정에 따라 이 군을 사용한다. 강수량을 관측하는 이동 선박관측소의 경우에는 

이 군을 SHIP 전문보고에 포함한다. 

12.2.5.4 이 군은 다음과 같이 보고한다.

        (a) 강수량은 측정하나 해당기간에 강수현상이 없으면 RRR=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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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강수량은 정상적으로 측정하나 보고할 수 없을 때 RRR=///

        (c) 강수량을 정상적으로 측정하지 못하였을 때는 생략하며 iR=4로 보고한다.

        (d) 기존 자동기상관측소는 iR=3으로 강수량 없음을 계속 보고하며, 6RRRtR 군을 

생략할 수도 있다. 새로운 시스템과 관측자는 해당기간에 강수현상이 없음을 

나타내기 위하여 RRR=000으로 6RRRtR 군을 보고한다.

12.2.6  7wwW1W2 군 또는 7wawaWa1Wa2 군

12.2.6.1 과거일기 적용기간 중의 일기상태를 모를 때, 이 군은 유인관측소의 관측시간 

시작 또는 종료 후의 관측자료에 포함하며 ww=00~03일지라도 7ww//(ix=1)로 

보고한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일기와 과거일기 또는 양쪽에 중요한 일기현상이 

관측된 경우에 한하여 보고한다. 이전 관측시간의 일기상황을 모를 때는 

W1W2=//로 보고한다. 이 규정은 현재일기와 과거일기 보고 시설이 갖추어진 

자동보고 관측소에도 적용된다. 한 가지 과거현상만 있으면 7wwW1/ 또는 

7wawaWa1/로 보고한다.

12.2.6.2 ww 부호표의 숫자 부호 00, 01, 02, 03 및 W1W2 부호표의 숫자 부호 0, 1, 2는 

중요한 일기현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주 : 해상에서 관측된 모든 현재일기와 과거일기는 SHIP 전문에 보고함. 

12.2.6.3 현재일기와 과거일기가 다음 사항에 해당될 때 이 군은 생략된다.

        (a) 관측자료를 이용할 수 없을 때(관측하지 않음), 또는

        (b) 관측은 수행되었으나 중요한 일기현상이 없을 때

        이러한 생략은 지시부 iX로 표시된다.

12.2.6.4 ww : 유인관측소로부터 통보되는 현재일기

12.2.6.4.1 일기현상이 2개 이상 관측될 경우는 7wwW1W2 군에는 가장 큰 숫자 부호를 

적용한다. 7군에서 보고하지 않는 다른 일기는 제3절에서 960ww 또는 

961w1w1 군을 필요시 반복해서 보고할 수 있다. 이 경우 7wwW1W2 군에서 

숫자 부호 17은 숫자 20~49보다 우선한다. 또한 황사(06)와 박무(10) 현상

이 동시에 관측될 경우에는 숫자 부호 06이 10보다 우선한다. 

12.2.6.4 .2 전문작성에 01, 02, 03은 운량변화의 크기에는 제한이 없다.

          ww=00, 01, 02는 쾌청상태에서 보고할 수 있으나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00은 관측시각 전의 상태를 모를 때

          01은 과거시간 동안 구름이 소산됐을 때

          02는 과거시간 동안 계속 쾌청일 때 

12.2.6.4 .3 현상이 주로 수적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 VV에 관계없이 해당되는 숫자 

부호를 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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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4 .4 숫자 부호 05는 시정장애가 주로 대기의 먼지현상으로 기인할 때 사용한다

12.2.6.4.5 ww=07 및 09의 특별한 설명은 국가별 결정에 따른다.

12.2.6.4 .6 ww=10의 시정제한은 1 km 이상으로 수적과 빙정의 경우에만 사용된다.

           주 : 우리나라는 시정 제한을 10 km 미만으로 함. 수평시정이 10 km 이상일 때는 

현상기사를 잡지 않아도 좋음

12.2.6.4 .7 ww=11 또는 12의 겉보기 시정은 1 km 미만으로 한다.

12.2.6.4 .8 ww=18의 스콜 보고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a) 풍속을 측정하는 경우 : 풍속이 8 m/s(16 kt) 이상 급격하게 증가하여 

11 m/s(22 kt) 이상이 되고 최소한 1분 이상 지속 되었을 때.

          (b) 풍속 추정에 보퍼트풍력계급을 사용하는 경우 : 풍력이 3계급 이상 급격

하게 증가하여 풍력 6 이상이 되어 적어도 1분 이상 지속 되었을 때.

12.2.6.4 .9 ww=20~29는 관측할 때 강수가 관측되었을 경우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12.2.6.4 .10 ww=28의 시정은 1 km 미만으로 한다.

            주 : 수적 또는 빙정으로 시정장애가 발생되었을 때만 ww=28을 사용함

12.2.6.4 .11 전문 작성 시 번개가 보이거나, 강수현상의 유무에 관계없이 천둥소리가 

최초로 들린 시각부터 관측소에 뇌전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정규 관측시각 내에 천둥소리가 들리면 현재일기(ww)에 뇌전을 보고한다.  

천둥소리를 들은 후 10~15분 동안 다시 천둥이 들리지 않으면 뇌전현상이 

종료된 것으로 보고, 최후에 들은 시각을 뇌전의 종료시각으로 한다. 

12.2.6.4 .12 지역에 따라 ww=36, 37, 38 및 39의 보고에 필요한 균일성은 국가별로 

결정한다

12.2.6.4.13 1 km 미만의 시정 제한은 ww=42~49에 적용한다. 

            ww=40 또는 41은 산재하고 있는 안개 또는 빙무 혹은 뚝(제방) 모양의 

안개 또는 빙무의 시정은 1 km 미만으로 한다.

            ww=40~47은 주로 수적 또는 빙정에 의한 시정장애의 경우에 사용한다.

            ww=48, 49는 주로 수적에 의한 시정장애의 경우에 사용한다.

12.2.6.4 .14 ww표의 강수에 관한 해설 중 [관측소에서]라 함은 관측을 통상 수행하고 

있는 장소를 말한다.  

12.2.6.4 .15 강수가 관측시각 전에 단속적이고 그것이 소낙성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단속적 현상]으로 보고한다.

12.2.6.4 .16 강수 강도는 관측할 때의 강도를 말한다.

12.2.6.4 .17 숫자 부호 80~90은 관측시각에 소낙성 강수가 관측된 경우에 보고한다.

             주 : 소낙성 강수는 대류운에서 발생한다. 갑자기 시작되거나 끝나며 강수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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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히 크게 변하는 특징이 있다. 물방울과 고체입자는 일반적인 강수보다 크다. 

그리고 소낙성 강수를 동반하는 구름 사이에 층상의 구름이 채워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름의 빈틈이 관측된다.

12.2.6.4 .18 숫자 부호 98을 보고하는 경우에, 실제로 강수현상이 보이지 않더라도 강수 

유무의 판단은 관측자의 재량에 따른다.

12.2.6.5 wawa=자동기상관측소에서 보고하는 현재일기

12.2.6.5.1 적용할 수 있는 가장 큰 숫자를 보고한다.

12.2.6.5 .2 01, 02, 03은 운량변화의 크기에는 제한이 없다.

          wawa=00, 01, 02는 관측시 쾌청상태에서도 보고할 수 있으나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00은 관측 전의 상태가 명확하지 않을 때,

          01은 관측 전 1시간 내에 구름이 소산됐을 때,

          02는 관측 전 1시간 내에 계속하여 쾌청일 때.

12.2.6.5 .3 현상이 주로 수적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 VV에 관계없이 해당되는 숫자 

부호를 택한다.

12.2.6.5 .4 숫자 부호 04와 05는 시정장애가 주로 대기의 먼지현상에 의해 발생할 때 

사용한다.

12.2.6.5 .5 wawa = 10의 시정제한은 1 km 또는 그 이상으로 하며, 수적 및 빙정의 

경우에만 사용된다.

12.2.6.5 .6 wawa = 18의 스콜에 관한 보고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풍속이 적어도 

8 m/s (16 kt) 이상 급증하고, 그 풍속이 11 m/s(22 kt) 이상이 적어도 1분 

이상 지속되었을 때 보고한다.

12.2.6.5 .7 숫자 부호 20~26은 관측할 때 강수가 관측되었을 때는 보고하지 않는다.

12.2.6.5 .8 wawa = 20의 시정은 1 km 미만으로 한다.

           주 : 수적 또는 빙정으로 시정장애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함

12.2.6.5 .9 전문 작성에서 번개가 보이거나 강수현상 유무에 관계없이 천둥소리가 최초로 

들린 시각으로부터 관측소에 뇌전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정규 관측시간 내에 있어서는 천둥소리가 들리면 현재일기(wawa)에 뇌전을 

보고한다. 천둥소리를 들은 후에 10~15분 동안 다시 천둥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는 뇌전현상이 종료된 것으로 보고, 마지막 천둥시각을 뇌전 종료

시각으로 한다.

12.2.6.5 .10 시정제한이 1 km 미만 일 때, wawa = 30~35를 적용한다. 

12.2.6.5 .11 강수가 관측시각 전에 단속적이고 소낙성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단속적 

현상]으로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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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5 .12 강수 강도는 관측할 때의 강도를 말한다.

12.2.6.5 .13 숫자 부호 80~89는 강수현상이 단속적 또는 소낙성 강수형태로 

관측시각에 소낙성 강수가 관측된 경우에 보고한다.

주 : 소낙성 강수는 대류운에서 발생한다. 소낙성 강수는 급작스런 시작과 종료, 급격한 

강수강도 변화와 변동폭이 큰 특징이 있다. 소낙성 강수의 우적과 고체 강수입

자는 일반적으로 소낙성이 아닌 강수보다 훨씬 크다. 소낙성 강수가 잠시 멎었을 

때 적운계 구름 사이에서 층운계 구름이 꽉 차 있지 않을 때는 이 적운계 구름 

사이를 통해서 하늘을 볼 수 있다.

12.2.6.6  W1W2 - 유인관측소로부터 보고되는 과거 일기

12.2.6.6.1 W1 및 W2에 적용되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

          (a) 00, 06, 12 및 18 UTC에는 관측 전 6시간

          (b) 03, 09, 15 및 21 UTC에는 관측 전 3시간

          (c) 매 2시간 관측을 할 때는 관측시각 전 2시간 내의 일기를 보고한다.

          (d) 매 1시간 관측을 할 때는 관측시각 전 1시간 내의 일기를 보고한다.

12.2.6.6 .2 W1 및 W2에는 W1W2 및 ww(현재일기)와 함께 해당되는 시간 간격 내의 일

기현상을 가능한 완전히 설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숫자 부호를 택한다. 예를 

들면 일기의 형태가 해당되는 시간 간격 내에 완전히 변하는 경우는 ww로 

보고하는 일기가 작성되기 전의 우세한 일기현상을 W1 및 W2에 보고한다.

12.2.6.6 .3 W1 및 W2가 규정 12.2.6.6.1항의 (a) 및 (b)에서 언급한 관측시각을 제외

하고 매시관측 보고에 사용되는 경우 규정 12.2.6.6.2항을 적용하고, 관측

시각 전 1시간 내의 일기특성을 보고한다.

12.2.6.6 .4 12.2.6.6.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보고할 과거일기가 W1로 주어진 숫자 

부호 이상 있을 때는 가장 큰 숫자 부호를 W1에 보고하고 두 번째 큰 숫자 

부호는 W2에 보고한다.

12.2.6.6 .5 W1 및 W2에 적용하는 해당 시간 내에 변화가 없어서 과거일기가 하나 밖에 

없을 경우에는 W1 및 W2 양쪽에 모두 같은 숫자 부호로 보고한다. 예를 들어, 

해당 시간 내에 비가 계속된 경우에는 W1W2 = “66”으로 보고한다.

12.2.6.7 Wa1Wa2 - 자동기상관측소에서 보고되는 과거일기

12.2.6.7.1 Wa1Wa2에 적용되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

          (a) 00, 06, 12 및 18 UTC에는 관측 전 6시간

          (b) 03, 09, 15 및 21 UTC에는 관측 전 3시간

          (c) 매 2시간 관측을 할 때는 관측시각 전 2시간 내의 일기를 보고한다.

          (d) 매 1시간 관측을 할 때는 관측시각 전 1시간 내의 일기를 보고한다.

12.2.6.7 .2 Wa1Wa2의 숫자 부호는 과거일기를 식별할 수 있는 자동기상관측소의 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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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해당시간 동안의 일기를 Wa1Wa2와 wawa

로서 가능한 완전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선택한다.

12.2.6.7 .3 자동기상관측소가 가장 기본적인 기상조건만을 식별할 수 있다면 기본적이고 

포괄적인 현상을 나타내는 더 작은 숫자 부호를 사용할 수 있다. 만일 자동

기상관측소가 더 높은 식별 능력이 있을 경우에는 일기현상을 더욱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큰 숫자 부호를 사용해야 한다. 각 현상의 기본형에 대해서

는 자동기상관측소의 식별 능력 범위 내에서 가장 큰 숫자를 보고해야 한다.

12.2.6.7 .4 해당시간 동안 기상현상이 완전히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바뀌면 Wa1과 Wa2 

숫자 부호는, wawa(현재일기)로 보고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전까지 우세했던 

현상을 나타내야 한다. 이 경우 가장 큰 숫자 부호를 Wa1에 보고하고 두 번째 

큰 숫자 부호를 Wa2에 보고한다.

12.2.6.7 .5 Wa1 및 Wa2에 적용하는 해당 시간 내에 분별할 만한 변화가 없었고 과거일

기가 하나 밖에 없는 경우에는 Wa1 및 Wa2 양쪽에 모두 같은 숫자 부호로 

보고한다. 예를 들어, 해당 시간 내에 비가 계속된 경우에는 강수형태를 

구분할 수 없는 자동기상관측소는 Wa1Wa2 = 44로 보고하고, 식별 능력이 

있는 관측소는 Wa1Wa2 = 66으로 보고한다.

12.2.7   8NhCLCMCH 군 

12.2.7.1 이 군은 다음의 경우에는 생략한다.

        (a) 구름이 전혀 없을 때(N=0)

        (b) 하늘상태가 안개 또는 다른 기상현상에 의해서 식별될 수 없을 때(N=9)

        (c) (b)와는 다른 이유로 구름을 식별할 수 없거나 관측이 안되었을 때(N=/ )

        주 : 해상에서 구름관측 자료는 구름이 없는 경우를 포함하여 모두 SHIP 전문에 보고한다.

12.2.7.2 N에 관한 전문 작성 규정은 Nh에도 적용해야 한다.

12.2.7.2 .1 (a) 관측자가 실제로 본 모든 CL 구름의 전운량을 Nh에 보고한다.

(b) CL 구름은 없으나 CM 구름이 있으면 CM 구름 전운량을 Nh에 보고한다.

          (c) CL 및 CM 구름은 없으나 CH 구름이 있는 경우에는 Nh는 0으로 보고한다.

12.2.7.2 .2 Nh로 보고되는 구름 변종이 틈새구름(CL 구름은 Sc 틈새구름, CM 구름은 

Ac틈새구름)이면 Nh는 7 이하로 보고한다.

           주 : 규정 12.2.2.2.2항 참조

12.2.7.2 .3 Nh로 보고되는 구름이 안개나 유사한 현상을 통해 관측되면 이러한 현상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운량을 보고한다.

12.2.7.2 .4 Nh로 보고되는 구름에 비행운이 있으면 Nh는 지속적인 비행운의 운량을 

포함해야 한다. 급히 소산되는 비행운은 Nh에 포함하지 않는다.

           주 : 제4절의 사용에 관한 규정 12.5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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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3 CL, CM, CH 구름의 분류는 WMO Publication. No 407-International Cloud 

Atlas, Vol.Ⅰ에서 정한대로 따른다.

          주 : CL, CM, CH의 숫자 부호 보고 우선순위는 International Cloud Atlas, Vol.Ⅰ의 제2장 

제8절의 끝에 포함된 그림 도표 활용을 권장

12.2.8  9GGgg 군

      이 군은 다음의 경우에 포함해야 한다.

      (a) 실제 관측시각이 제0절에 보고되는 표준 GG 시각과 10분 이상 차이가 날 때.

      (b) 지역협정으로 추가하게 되어 있을 때.

주 : 규정 12.1.6항 참조

12.3 제2절 개요

   상업선박의 보고에 제2절에 어떤 군을 포함할 것인지는 그 선박이 소속된 국가의 

결정에 따른다. 자동 해상관측소에도 이 규정은 적용된다.

주 : 각 국가에서는 12.1.3.4의 규정에 따라 제2절에 가능한 최대의 자료군을 포함시키도록 

권장하고 있다. RA Ⅱ에서는 연안관측소와 등대선박(SYNOP 전문 형식을 사용하는)의 

전문보고에 그 절의 포함은 국가별 결정에 따른다.

12.3.1  222Dsvs 군

12.3.1.1 이 군은 해상상태를 관측하는 관측소의 보고와 Dsvs를 통상적으로 포함하도록 

요청받은 선박의 보고에는 반드시 포함한다.

12.3.1.2 이 군의 보고는 다음에 따른다.

        (a) 고정 해상관측소에서는 222Dsvs = 22200으로 한다.

        (b)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222Dsvs = 222//로 한다.

       (ⅰ) 해상상태를 보고하는 연안 관측소

       (ⅱ) 보충 또는 보조 관측선. 단, 수색구조를 위해 선박 전문수집센터가 정규적

으로 Dsvs의 보고를 요구한 해역 내의 선박은 제외한다.

12.3.2  (0ssTwTwTw) 군

      이 군은 자료가 있으면 해양기상관측소에 반드시 포함한다.

12.3.3  (1PwaPwaHwaHwa),  (2PwPwHwHw), (70HwaHwaHwa) 군

12.3.3.1 규정 12.3.2항은 이들 군에도 적용된다

12.3.3.2 1PwaPwaHwaHwa 군은 측기관측에 의한 파랑자료를 0.5 m 단위로 보고하는데 

사용된다.

12.3.3.3 2PwPwHwHw 군은 목측에 의한 파랑보고에 사용한다.

12.3.3.4 (a) 해면이 잔잔할 때(파랑과 너울이 없을 때) PwaPwaHwaHwa 또는 PwPwHwHw

는 “0000”으로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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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해면상태가 혼잡하여 주기를 추정하지 못했을 때 PwPw는 “99”로 보고한다. 

똑같은 이유로 파고를 추정하지 못했을 때 HwHw는 “//”로 보고한다.

        (c) 측기관측에 의한 풍랑자료를 포함하는 관측소의 보고에서 어떤 이유로 주기 

또는 파고관측이 불가능할 때 PwPw 또는 HwHw는 “//”로 보고한다. 주기 

또는 파고자료가 없으면 규정 12.2.3.2항이 적용되며, 1PwaPwaHwaHwa 군은 

생략하거나 1////로 보고한다.

        (d) 측기관측에 의한 풍랑자료를 포함하지 않는 관측소의 보고에 있어서 어떤 

이유로 주기 또는 파고관측이 불가능할 때 PwPw 또는 HwHw는 “//”로 보고

한다. 주기 또는 파고자료가 없으면 2PwPwHwHw 군은 생략된다.

12.3.3.5 70HwaHwaHwa 군은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1PwaPwaHwaHwa 군과 함께 보고해야 

한다

        (a) 잔잔하지 않은 해면(예 : PwaPwaHwaHwa가 0000이 아닐 때).

        (b) HwaHwa가 “//”로 보고되지 않았을 때,

        (c) 관측소가 측기로 파고를 0.1 m 단위로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12.3.4  [(3dw1dw1dw2dw2), (4Pw1Pw1Hw1Hw1), (5Pw2Pw2Hw2Hw2)] 군 

12.3.4.1 이 군들은 파랑과 구분된 너울이 관측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너울자료 보고에 

사용한다.

12.3.4.2 한 개의 너울만이 관측되었을 때는 다음과 같이 보고한다.

        (a) 방향, 주기, 파고의 보고에 dw1dw1, Pw1Pw1, Hw1Hw1을 사용한다.

        (b) dw2dw2는 ″//″로 보고한다

        (c) 5Pw2Pw2Hw2Hw2 군은 생략한다.

12.3.4.3 두 번째 너울이 관측될 때 다음과 같이 보고한다.

        (a) 방향, 주기, 파고의 보고에 dw2dw2, Pw2Pw2, Hw2Hw2를 사용한다.

        (b) 첫 번째 너울 보고는 규정 1.3.4.2항의 (a)을 적용한다.

12.3.4.4 해양기상관측소에서 너울 자료가 입수되면 반드시 보고한다 

12.3.5  (6IsEsEsEs) 군

      선박의 착빙현상을 평문으로 보고할 때는 식별어 “ICING"를 앞에 두고 보고한다.

12.3.6  8swTbTbTb 군

      SHIP 전문에서 습구온도값을 이슬점온도값을 산출하는데 사용되는 경우, 

8swTbTbTb 군은 습구온도값을 보고하도록 포함시켜야 한다.

12.3.7  
(ICE+









ciSibiDizi또는평 문








)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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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7.1 FM 13에 의한 해빙 또는 육빙의 보고가 [해상에서 인명의 안전을 위한 국제

조약]에 따른 해빙 또는 빙산의 보고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다.

12.3.7.2 ciSibiD izi 군은 관측할 때 선박의 위치에서 해빙과 육빙 또는 육빙이 관측된 

경우에 보고한다. 단, 선박이 특별한 해빙 전보식으로 얼음 상태를 보고하도록 

요구되었을 때는 제외한다.

12.3.7.3 관측시각 이외에 빙단을 보거나 이를 횡단했을 때는 빙단의 위도․경도(도, 분)를 

평문으로 부가하여 보고한다.

12.3.7.4 공해에 있는 선박이 빙단의 자료를 보고할 때, ci(밀집상태) 그리고 Si(발달상태)는 

선박이 얼음 가까이 접근(0.5해리 이내)됐을 경우에만 보고한다.

12.3.7.5 선박이 폭 1해리를 넘는 공해 내에 있을 때는 ci=1, Di=0으로 보고하며, 선박이 

시계 밖에 있는 빙역 경계에 위치했을 경우는 ci=1, Di=9로 보고한다.

12.3.7.6 시계 내에 해빙이 없이 육빙 보고에 이 군을 사용하는 경우 0/bi/0으로 보고한다. 

예를 들면, 빙산이 6~10개 보이지만 해빙이 없을 때는 0/2/0으로 보고한다.

12.3.7.7 해빙의 밀집과 배열상태(ci)를 보고할 때는 선박이 항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특성을 가진 상태를 보고한다.

12.3.7.8 주요한 빙단의 방위는 그 빙단의 가장 가까운 부분의 방위를 보고한다.

         주 : 해빙군의 보고는 부호표와 같이 다음 방법으로 한다.

         ci - 해빙의 밀집상태 또는 배열

         (a) zi=0으로 보고하는 경우, 육안으로 확인된 부빙이 육빙만일 때는 그 육빙은 

bi로 보고하고 ci=0으로 한다.

         (b) 관측해역내의 해빙 밀집이나 배열의 변화는 무수히 많이 일어나고 있으나 

선박의 브릿지에서 정확히 관측되는 범위는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작은 

변화는 그 중요도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보고를 목적으로 밀집상태와 

배열상태를 선택하는 방법은 항해하는 관점에서 보아 중요한 변화를 표시

하는데 한정. 숫자 부호 2~9는 다음과 같이 2개 부분으로 구별한다.

          (ⅰ) 관측해역 내에 있어서 해빙의 밀집상태가 다소 균일한 경우(ci=2~5)

          (ⅱ) 관측해역 내에 있어서 해빙의 밀집과 배열상태가 균일하지 못한 경우

(ci=6~9) 

         Si - 해빙의 발달과정

         (a) 이 표는 어떤 주어진 밀집상태에 대한 항해의 난이도를 표시하고 있음. 

예를 들면 밀집상태가 “8/10”인 경우, 새로 생긴 해빙은 거의 항행에 영향을 

주지 않으나 대부분이 오래된 해빙이라면 항속을 줄이거나 항로를 변경해야 

할 곤란한 상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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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해빙의 발달과정과 그 두께 사이의 상호관계는「기상측기 및 관측지침

(WMO-No.8-Guide to Meteorological Instruments and Methods of 

Observation)」에 설명되어 있다.

         bi - 육빙

         (a) 이 부호는 항해 위험도의 증가 단계를 표시

         (b) 빙암이나 빙산편은 빙산보다 매우 작고 키가 낮기 때문에 육안이나 레이더로 

발견하기가 어렵다. 특히, 거대한 해류가 흐를 때 더욱 심하며, 이러한 이유로 

숫자 부호 4~5는 숫자 부호 1~3보다 더욱 위험한 상태임을 표시한다. 

         Di - 빙단의 방위

         이 부호는 빙단으로부터 거리를 보고하는 규정은 없으나 선박에서 가장 가까운 

빙단의 방위에 대한 보고로서 추정할 수 있다. 밀집상태와 발달과정의 숫자 

부호를 보면 선박이 해빙 내에 있는지 빙단에서 0.5해리 이내에 있는지를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선박이 개방수면 내에 있거나 빙단에서 0.5해리 이상 떨어져 

있을때 빙단은 보고된 방위에 대하여 직각으로 배열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zi - 해빙의 현상과 전 3시간의 변화상태

         (a) 이 요소의 보고목적은 다음 사항을 알기 위한 것이다. 

          (ⅰ) 선박이 유빙 내에 있거나 개방수면의 부빙(해빙과 또는 육빙)이 보일 때

          (ⅱ) 보고하는 선박의 빙역 항해 능력에 따라 다르지만, 해빙구역의 돌파 가능

성과 또는 최근 빙상의 경향을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b) 부호표 5239의 숫자 부호 1~9로 표시되는 상태 보고는 2개의 부호표

[밀집상태(ci)와 발달과정(Si)]를 해석하는데 활용한다.

12.4 제3절 

   이 절은 지역 내의 교환을 위해 사용한다. 

12.4.1  지시숫자 1~6, 8과 9의 포함은 지역 결정으로 정한다. 그러나 7R24R24R24R24 군은 

관측이 가능한 모든 관측소(남극지역 관측소 제외)에서 하루에 한번 주요 표준관측

시각(0000, 0600, 1200 또는 1800 UTC) 중 해당되는 시간에 보고해야 한다.

12.4.1.1 0EsnT′gT′g 군

12.4.1.1 .1 0000, 1200 UTC 전문보고에 이 군을 포함 여부는 국가별 결정에 따른다.

12.4.1.1 .2 부호표 0901은 지면상태 E(눈 또는 측정 가능한 얼음으로 덮혀 있지 않은 

지면)를 전문으로 작성하는데 사용한다. 지면이 측정할 수 있는 눈이나 얼음

으로 덮인 경우 E는 사선(/)으로 대치하고 눈 또는 얼음상태는 RA-Ⅱ 규정 

2/12.10항에 따라 E′에 4E′sss 군을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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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1.1 .3 지면(초상)온도(snT′gT′g)는 적설 여부와 관계없이 보고해야 한다(sn은 부호표 

3845의 온도 부호표임) ; T′gT′g는 섭씨 정수단위로 절대값이다. 

12.4.2  제3절에 포함되는 0군의 전문 내용과 사용방법에 관한 규정은 지역 결정으로 정한다.

12.4.3  그 밖의 지시숫자를 가진 군은 기존 군으로서는 충족될 수 없는 자료를 보고하기 

위해 지역별로 개발한다. 이 때 혼돈을 피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a) 지시숫자 0, 1, 2의 순서로 붙이며,

       (b) 기존 군의 마지막에 80000 군을 앞에 두고 보고한다.

       주 : (1) 예를 들면 지면상태, 강수 및 구름자료를 포함하여 3개의 보충군을 보고할 때, 

제3절은 333, 3Ejjj 6RRRtR 8NsChshs 80000 0‥‥, 1‥‥, 2‥‥가 됨.

            (2) 규정 12.1.3.5항 참조

12.4.4  (1snTxTxTx)와 (2snTnTnTn) 군

       최고기온과 최저기온에 적용되는 시간 간격과 보고시각에 대하여는 국가별 결정에 

따른다. 우리나라는 00UTC에 최저기온 2snTnTnTn 군을, 12UTC에 최고기온 

1snTxTxTx 군을 보고한다. 

12.4.5  (3E jjj)  군

       jjj 요소의 사용에 대하여는 지역별로 정한다.

       RA Ⅱ에서는 3EsnTgTg 또는 3/snTgTg (해빙 또는 눈 자료가 입수 가능할 때) 

형식으로 한다.

       주 : 우리나라는 이 군을 사용하지 않는다.

12.4.6  (4E′sss) 군

12.4.6.1 관측시각에 지면상에 눈, 얼음 그리고 모든 형태의 고체강수가 관측될 때 전문에 

포함되나 우리나라는 사용하지 않는다.

12.4.6.2 고체상 강수의 깊이가 동일하지 않을 때는 대표적 지역의 평균치를 보고한다.

12.4.7  [5 j1 j2 j3 j4  ( j5 j6 j7 j8 j9)] 군

       RA Ⅱ에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는데 사용한다.

       (a) 이 군은 5EEEiE와 55SSS(j5F24F24F24F24) 형태로 해당 관측을 수행하는 모든 

관측소에서 종관보고에 포함한다.

       (b) 이 군을 종관보고에 포함한다면 EEE(증발량 또는 증발산량), j5F24F24F24F24

(복사)와 SSS(일조시수) 값은 관측시간 전 24시간 값이다.

       (c) 5EEEiE와 55SSS(j5F24F24F24F24) 군은 최소한 하루에 한번 주 관측시간,  

0000 UTC(RA Ⅱ의 대부분 아침 관측시간)에 전송해야 한다.

       (d) 553SS(j5FFF) 형태의 5j1 j2 j3 j4  ( j5 j6 j7 j8 j9) 군은 개별 회원국의 결정에 따라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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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7.1 약자부호

12.4.7.1.1 5j1j2j3j4 군을 55j2j3j4, 553j3j4, 554j3j4 또는 555j3j4 형식으로 사용하는 경우

에는 만일 해당되는 자료가 입수되면 보충군 j5 j6 j7 j8 j9를 포함시켜야 하며, 

여기에는 순복사량, 전천복사량, 산란복사량, 장파복사량, 단파복사량, 순단

파복사량 또는 직달일사량을 보고한다. 이 군은 필요시 반복하여 보고한다.

           주 : j5 j6 j7 j8 j9  군이 복사자료의 보고에 필요한 경우로서 만일 일조시간 자료가 없을 

때는 이 군은 55///, 553//, 55407, 55408, 55507 또는 55508로 보고해야 한다.

12.4.7.1 .2 5 j1 j2 j3 j4  군을 사용할 때는 다음에 기술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약자부호를 

사용하여 표시해야 한다.

           (a) 5EEEEiE : 일별 증발량이나 증발산량을 보고할 때

           (b) 54g0sndT : W1W2의 대상 시간 내의 기온변화를 보고할 때

           (c) 55SSS : 일별 일조시간을 보고할 때

           (d) 553SS : 과거시간 동안의 일조시간을 보고할 때

           (e) 55407 : 바로 뒤따르는 보충군 4FFFF에 과거 1시간 동안의 순단파복사량

(kJm-2 단위)을 보고할 때

           (f) 55408 : 바로 뒤따르는 보충군 4FFFF에 과거 1시간 동안의 직달일사량

(kJm-2 단위)을 보고할 때

           (g) 55507 : 바로 뒤따르는 보충군 5F24F24F24F24에 과거 24시간 동안의 순 

단파복사량(Jcm-2 단위)을 보고할 때 

           (h) 55508 : 바로 뒤따르는 보충군 5F24F24F24F24에 과거 24시간 동안의 

직달일사량(Jcm-2 단위)을 보고할 때

           (i) 56DLDMDH : 운향을 보고할 때

           (j) 57CDaec : 구름의 고도와 운향을 보고할 때 

           (k) 58p24p24p24 : 과거 24시간 동안 지상 기압변화가 없거나 증가함을 보고할 때

           (l) 59p24p24p24 : 과거 24시간 동안 지상 기압변화의 감소를 보고할 때

12.4.7.1.3 둘 이상의 5j1j2j3j4 군을 보고할 때 규정 12.4.7.1.2항 순서대로 해당 자리에 

보충군 j5j6j7j8j9와 함께 보고해야 한다.

12.4.7.2 일 증발량 또는 증발산량 보고 

12.4.7.2 .1 일 증발량이나 증발산량을 보고할 때 약자 부호 5EEEiE를 사용한다.

12.4.7.2 .2 과거 24시간 동안의 증발량 또는 증발산량을 1/10 mm 단위로 0000, 0600 

또는 1200 UTC에 EEE로 보고한다.

12.4.7.3 기온변화

         기온변화는 W1W2로 나타낸 해당 시간 중 30분 이내에 5℃ 이상의 기온변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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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날 때 보고한다.

         주 : 이 자료의 보고는 도서 또는 기타 관측소 간격이 넓은 지역에 대하여 지역이나 

국가별 결정에 따라 포함시킨다. 

12.4.7.4 일조시간과 일사량 자료

12.4.7.4.1 약자부호 SSS는 일별 일조시간을 시간과 0.1 시간 단위로 보고할 때 사용한

다. 553SS 군의 SS는 지난 시간의 일조시간을 0.1 시간 단위로 보고한다.

12.4.7.4 .2 55SSS 군은 지역별 결정에 따라 0000, 0600, 1200 또는 1800 UTC에 이 

자료가 있는 모든 관측소에서 보고해야 한다.

12.4.7.4 .3 5 j1 j2 j3 j4  군을 553SS 형식으로 사용할 때는 보충군 j5FFFF는 다음에 기술

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추가군을 붙일 수 있다. 

            j5 = 0 : FFFF : 과거시간의 +의 순복사량, 단위 kJm-2  

            j5 = 1 : FFFF : 과거시간의 -의 순복사량, 단위 kJm-2  

            j5 = 2 : FFFF : 과거시간의 전천일사량, 단위 kJm-2  

            j5 = 3 : FFFF : 과거시간의 산란일사량, 단위 kJm-2

            j5 = 4 : FFFF : 과거시간의 하향장파복사량, 단위 kJm-2   

            j5 = 5 : FFFF : 과거시간의 상향장파복사량, 단위 kJm-2 

            j5 = 6 : FFFF : 과거시간의 단파복사량, 단위 kJm-2  

            주 : 과거 1시간 동안의 순단파복사량과 직달일사량의 보고는 각각 규정 12.4.7.1.2

항의 (e) 및 (f) 참조.  

12.4.7.4 .4 5 j1 j2 j3 j4  군을 55SSS 형식으로 사용할 때는 보충군 j5F24F24F24F24는 다음

에 기술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추가군을 붙일 수 있다. 

            j5 = 0 : F24F24F24F24 : 과거 24시간 동안 +의 순복사량, 단위 Jcm-2 

            j5 = 1 : F24F24F24F24 : 과거 24시간 동안 -의 순복사량, 단위 Jcm-2 

            j5 = 2 : F24F24F24F24 : 과거 24시간 동안 전천일사량, 단위 Jcm-2

            j5 = 3 : F24F24F24F24 : 과거 24시간 동안 산란일사량, 단위 Jcm-2

            j5 = 4 : F24F24F24F24 : 과거 24시간 동안 하향 장파복사량, 단위 Jcm-2

            j5 = 5 : F24F24F24F24 : 과거 24시간 동안 상향 장파복사량, 단위 Jcm-2

            j5 = 6 : F24F24F24F24 : 과거 24시간 동안 단파복사량, 단위 Jcm-2

            주 : 과거 24시간 동안의 복사량과 직달일사량의 보고는 각각 규정 12.4.7.1.2항의 (g)및 (h) 참조.  

12.4.7.4 .5 FFFF는 과거시간의 해당 일사 또는 지구 복사량의 절대값을 kJm-2 단위로 

나타낸다. F24F24F24F24는 0000, 0600, 1200 또는 1800 UTC에 과거 24시

간 동안의 일사 또는 지구복사량의 절대값을 Jcm-2 단위로 나타낸다.  

12.4.7.5 방향, 구름의 이동과 구름윗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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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이 자료는 주로 열대지방에 위치한 육상관측소와 고정 선박관측소에서 관측하게 

되어 있다.

 12.4.8  6RRRtR 군

12.4.8.1  이 군은 규정 12.2.5.2항에 적용될 때만 제3절에 포함된다.

        주 : 우리나라는 강수자료의 보고에서 제3절은 사용하지 않는다. 

12.4.8.2 규정 12.2.5.2항의 사용은 지역별로 결정한다.

12.4.9  (7R24R24R24R24) 군

       이 군은 관측 전 24시간 동안의 전 강수량을 0.1 mm 단위로 보고할 때 사용한다.

      [9998 = 999.8 mm 이상, 9999 = trace(흔적)]

12.4.10 (8NsChshs) 군

12.4.10.1  이 군은 서로 다른 몇 개의 구름층 또는 구름덩이를 보고할 경우에 반복하여 

사용한다. 유인관측소에서 적란운이 없으면 3개 군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그러나 적란운을 관측한 경우 이를 통상 보고해야 하며, 이때는 4개 군까지도 

반복할 수 있다. 자동기상관측 방식이라면 4개 군을 초과할 수 없다. 보고하는 

할 운층(운괴)의 선택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a) 최저구름층 또는 구름덩이의 양이 Ns = 1 이상일 때

           (b) (a)의 고도보다 위에 있고 그 구름층 또는 구름덩이의 양이 2 oktas 보

다 많을 때(Ns = 3 이상일 때)

           (c) (b)의 고도보다 위에 있고 그 구름층 또는 구름덩이의 양이 4 oktas 보

다 많을 때(Ns = 5 이상일 때)

           (d) 적란운이 관측된 경우로 위의 (a), (b) 및 (c)에서 적란운이 포함되지 않

았을 경우에는 적란운만을 새로이 보고한다.

12.4.10.2  각 군은 통상 고도가 낮은 것으로부터 높은 순서로 보고한다.

12.4.10.3  8군으로 보고하는 개개의 구름층 또는 구름덩이의 양을 결정할 때 관측자는 

하늘상태의 변화를 고려하여 다른 고도에는 구름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고도별 구름층 또는 구름덩이의 양을 추정한다.

12.4.10.4  하늘이 쾌청(N=0)일 때, 8군은 보고하지 않는다. 

12.4.10.5  하늘상태가 불명일 때(N=9), 8군은 89/hshs로 보고하며 이때 hshs는 연직시

정을 보고한다. 구름관측을 하지 않았을 때는 N=/로 보고하고 8군은 보고하지 

않는다.

           주 : 연직시정이라 함은 장애물까지의 연직방향의 가시거리이다.

12.4.10.6  두 종류 이상의 운형이 구름밑면고도가 같고 이 층을 12.4.10.1항에 따라 

보고될 경우 C와 Ns에 대한 선택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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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운형에 적란운이 포함되지 않으면 C는 최다 운량의 운형을 보고한다.    

또한 두 종류 이상의 운형의 양이 같을 때는 C는 가장 높은 숫자 부호로 

보고한다. Ns는 구름밑면이 같은 층에 있는 구름의 총량을 보고한다.

           (b) 운형에 적란운이 포함되면 한 개의 군만으로 C는 9, Ns는 적란운의 양을 

보고한다. 만일 구름밑면이 같은 층에 있는 나머지 구름의 총량(적란운 

제외)이 규정 12.4.10.1항에서 요구되는 것보다 더 많을 때는 다른 군의 

C는 (a)에 따르며, Ns는 나머지 구름(적란운 제외)의 총량을 보고한다.

12.4.10.7  규정 12.2.2.2.3~12.2.2.2.6항을 적용한다.

12.4.11 (9SpSpspsp) 군

        이 군의 사용과 특수한 일기현상의 보충적인 보고는 부호표 3778에 나타낸 

형식에 따른다.

        주 : 우리나라는 이 군을 다음 형식에 한하여 사용한다.

        (a) 관측시 또는 지정시간 내에 해당 현상이 관측되었을 때 00, 06, 12 및 18 

UTC 관측전문에 포함한다.

        (b) 914 SFx와 915 SFx 군은 위의 매 정규 관측전문에 항상 포함한다.

            914 SFx : 바다의 상태와 최대풍력계급(보퍼트 풍력계급 9 이하)

            915 SFx : 바다의 상태와 최대풍력계급(보퍼트 풍력계급 10 이상)

        (c) 914 SFx와 915 SFx는 다음 지정된 관측소에서 보고한다.

            인천, 군산, 목포, 완도, 여수, 제주, 서귀포, 창원, 통영, 부산, 포항, 울진, 

속초, 울릉도.

        (d) 991DaMw : 용오름(해상에서 용오름, 토네이도, 회오리바람)이 관측될 때 또는 

관측소 부근에서 관측될 때 보고한다.

12.5 제4절

12.5.1  이 군의 사용은 국가별로 결정한다.

12.5.2  구름윗면이 관측소보다 아래에 있는 구름은 이 절에서 보고하고, 구름밑면이 

관측소보다 위에 있는 구름은 제1절의 8NhCLCMCH 군으로 보고한다.

12.5.3  관측소가 구름밖에 벗어나 있어서 구름의 각종 특징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관측소보다 구름밑면은 낮고 구름윗면이 높은 CL의 구름은 8NhCLCMCH 군과 

제4절의 양쪽에서 보고한다. 이러한 경우,

      (a) Nh는 N′에, CL은 C′에 해당되는 것을 보고하고, h는 사선(/)로 보고한다.

      (b) 관측소보다 위에 있는 구름의 구름윗면고도를 관측할 수 있는 경우는 이를 

H′H′로 보고하고 관측할 수 없을 경우에는 H′H′ = 사선(//)로 보고한다.

      (c) 관측소보다 구름윗면이 낮은 또 다른 CL구름이 있을 때는 2번째 N′C′H′H′Ct 군으로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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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관측소보다 높은 구름밑면을 둔 다른 CL구름이 있을 경우에는 N′C′H′H′Ct 군 

다음에 평문으로 보고한다.

12.5.4  관측소가 대부분 연속적인 구름 속에 있을 때는 규정 12.2.7.1항을 적용하고, 

제4절은 생략한다. 

12.5.5  관측소가 대부분 아래에 있고 구름밑면고도가 각각 다른 구름층이 2개 이상 존재

하는 경우에는 N′C′H′H′Ct 군을 2개 이상 보고한다. 이 경우에 가장 운량이 적은 

구름층을 보고하는 군의 Ct에는 “9”를 보고하고, 나머지 군의 Ct는 부호표 0552에 

따라 보고한다.

12.5.6  급속히 소멸되는 비행운은 제4절에서 보고하지 않는다.

       주 : 규정 12.2.2.2.5항 참조.

12.5.7  오랫동안 지속되는 비행운의 구름윗면과 비행운으로부터 발달된 구름덩이의 보고는 

해당되는 Ct의 숫자 부호를 사용하여 보고한다.

12.5.8  규정 12.2.2.2.1 ~ 12.2.2.2.6항이 적용된다.

12.5.9  구름층에서 돌출한 산이 차지하고 있는 하늘 부분은 구름이 덮여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12.6 제5절

12.6.1  이 절의 사용에 따른 군의 약자부호의 정의와 해설은 국가별 결정에 따른다.

12.6.2  각 군은 식별을 위하여 지시숫자를 앞에 두고 5개 숫자로 된 약자부호로 보고한다.

12.6.3  우리나라 지상관측소에서 사용하는 제5절의 약자부호와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6.3.1 1RRRR : 24시 일계 기준 관측 시 까지의 강수량 누계, mm 단위의 소수 1위.

12.6.3.2 2snT′xT′xT′x : 전일 최고기온(℃의 소수 1위), 1800 UTC에 보고한다.

12.6.3.3 3snT′nT′nT′n : 전일 최저기온(℃의 소수 1위), 1800 UTC에 보고한다.

12.6.3.4 4snT′aT′aT′a : 전일 평균기온(℃의 소수 1위), 1800 UTC에 보고한다.

12.6.3.5 5SoSoSoSo : 24시 일계 기준 관측시까지의 신적설, cm 단위의 소수 1위.

12.6.3.6 6SSSS : 일계 무관 관측시까지의 적설, cm 단위의 소수 1위.

12.6.3.7 7H′xH′xH′nH′n : H′xH′x는 전일 최대습도 - 정수 단위

 H′nH′n는 전일 최소습도 - 정수 단위로 0300 UTC에 보고한다.

12.6.3.8 8H′aH′aD′iD′i : H′aH′a는 전일 평균습도 - 정수 단위

D′iD′i는 전일 불쾌지수 - 정수 단위로 

D′iD′i는 6월부터 9월까지 0600 UTC에 보고한다.

12.6.3.9 9HeHe// : HeHe는 전일 실효습도 - 정수 단위 //는 아직 개발되지 않았음.

           HeHe는 10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만 1500 UTC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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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3.10 Gd′d′f′f′ : G는 돌풍 지시군.

            d′d′는 돌풍 풍향.

            f′f′는 돌풍 풍속.

12.6.3.11 TG′G′g′g′ : T는 돌풍시각 지시군

            G′G′g′g′는 돌풍이 나타난 UTC 시간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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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 15-XIV METAR 항공기상 정시관측 전보식(경향예보 포함 또는 불포함)

FM 16-XIV SPECI 항공기상 특별관측 전보식(경향예보 포함 또는 불포함)

전문 형식

METAR또는SPECI







COR CCCC YYGGggZ NIL AUTO   dddffG fm fm









KMH 또는KT 또는MPS







  dndndnVdxdxdx










VVV또는VVVVNDV또는CAVOK
   VNVNVNVNDV   











RDRDRVRVRVRVRi
또는RDRDRVRVRVRVRVVRVRVRVRi










   w′w′  









NsNsNshshshs또는VVhshshs또는NSC또는NCD










TT′T′dT′d QPHPHPHPH REw′w′  








WS RDRDR또는WS ALL RWY







   WTsTsSS′  RDRDRERCReReRBRBR 









TTTTT또는NOSIG 
     TTGGgg   dddffG fm fm









KMH 또는KT 또는MPS   








VVVV또는CAVOK  








w′w′또는NSW  










NsNsNshshshs또는VVhshshs또는NSC
RMK

주 :  

(1) METAR는 항공기상 정시관측보고를, SPECI는 항공기상 특별관측보고를 위한 전보식 명칭이다. 

METAR와 SPECI는 경향예보를 첨부할 수 있다.

(2) 각 군을 구성하는 숫자와 문자의 수는 일정하지 않다. 기상요소 또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 때는 

해당 군 또는 그 군의 확장군은 관측보고 전문에서 생략한다. 각 군 작성방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아래의 규정에 기술되어 있으며, 괄호 군은 지역 또는 국가별 결정에 따라 사용한다. 

각 군은 해당 군의 사용규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반복 사용할 수도 있다. 부호문자 COR과 

NIL은 정정되거나 생략할 때 각각 사용된다.  

(3) 전문 형식에는 변화지시부(TTTTT=BECMG 또는 TEMPO 해당시) 또는 NOSIG 부호문자로 

표시된 경향예보에 관한 절을 포함한다.

(4) SPECI 보고 작성기준은 WMO Publication WMO-No.49-Technical Regulations [C.3.1]에 

기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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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작성 규정

15.1 개요

15.1.1  전보식 명칭인 METAR와 SPECI는 모든 개개 관측보고의 첫머리에 포함한다. 

15.1.2  같은 시각에 하나의 기상요소값은 나빠지고 다른 기상요소값이 좋아졌을 때(예를 

들면, 구름밑면고도가 낮아짐과 동시에 시정이 좋아지는 경우)는 하나의 SPECI 

보고로 작성한다. 

15.2 CCCC 군

   개개의 관측보고에 관측소를 표시할 때는 ICAO의 지역지시부를 사용해야 한다.

15.3 YYGGggZ 군 

15.3.1  개개의 METAR 마다 날짜와 관측시각 (분 단위)을 UTC로 표시하고 그 다음에 

공백없이 바로 “Z" 문자를 붙인다.

15.3.2  이 군은 개별 SPECI 보고에 포함된다. SPECI 보고에서 이 군은 SPECI의 작성 

원인을 제공한 특정 기상현상의 발생시각을 나타낸다.

15.4 문자부호 AUTO 

    관측자의 관여없이 완전자동으로 관측되어 보고되는 경우에 바람 군 앞에 선택 부호

문자 AUTO가 삽입된다. ICAO는 모든 특정 기상요소의 보고를 요구하고 있으나, 

특정 기상요소가 없다면 이 군은 해당되는 만큼의 사선(/)으로 보고한다. 

    사선(/)의 수는 보고되지 않는 특정군의 수만큼 된다. 예를 들면, 시정군에는 4개, 

현재일기는 2개, 구름군에는 3개 또는 6개가 된다.

15.5  
dddffGfmfm 

KT 또는
MPS  dndndnVdxdxdx 군

15.5.1  dddff는 평균 풍향․풍속으로 관측 직전 10분 동안 진북기준으로 사사오입한 10° 

단위의 풍향을 보고하고, 뒤따라 풍속 측정단위인 KT 또는 MPS 약자를 공백없

이 바로 붙인다. 풍향이 100° 미만일 때는 풍향값 앞에 “0”을 붙이고 진북방향은 

360으로 보고한다. 10° 단위 미만의 풍속값 앞에는 0을 붙인다. 그러나 이 10분 

동안에 바람 특성에 현저한 불연속이 있었던 경우에는 이 불연속 현상이 끝난 

다음의 나머지 시간 자료만을 가지고 평균풍속, 순간최대풍속, 평균풍향 그리고 

가변 풍향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시간 간격이 10분 미만이 

될 수 밖에 없다.

      주 :

      (1) KT 그리고 MPS는 각각 kt 그리고 m/s를 나타내는 ICAO 표준 약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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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ICAO 부속서 5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의 기본 단위는 m/s이며, KT 단위는 사용중지

일까지는 비 SI 대체 측정단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3) 현저한 불연속 현상은 풍향변화 전후에 관계없이 풍속 5 m/s(10 kt) 이상인 바람의 

풍향변화가 30° 이상 되는 현상이 단속적, 계속적으로 변화하거나 최소한 2분 동안 

5 m/s(10 kt) 이상의 풍속변화이다.

15.5.2  평균풍속이 1.5 m/s (3 kt) 미만 상태에서 풍향이 가변일 때는 ddd는 "VRB"로 

보고한다. 강한 바람에서 풍향 가변성은 180° 이상의 풍향변화가 있거나 단일 풍향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면, 공항 상공에 뇌전이 통과하는 경우이다.

15.5.3  관측 직전 10분 동안의 풍향의 총변동폭이 60° 이상 180° 미만이고 평균풍속이 

1.5 m/s (3 kt)보다 클 때는 풍향 변동 양단 끝 값을 시계방향 순서에 따라 

dndndnVdxdxdx와 같이 보고한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 때는 이 군은 생략한다.

15.5.4  “고요”(Calm)인 경우는 00000 다음에 공백없이 바로 풍속 측정단위 약자 KT 또는 

MPS를 붙인다.

15.5.5  관측 직전 10분 동안의 순간최대풍속이 평균풍속보다 5 m/s 이상 초과할 때는 

dddff 다음에 최대풍속을 Gfmfm으로 보고하고 공백없이 바로 풍속 측정단위 약자 

KT 또는 MPS를 붙인다. 이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때는 Gfmfm 바람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주 : 3초간의 돌풍 평균이 순간풍속값으로 나타나는 풍속장비가 권고되고 있다.

15.5.6  풍속이 100 단위 또는 그 이상일 때는 2자리 숫자인 ff 또는 fmfm 대신 3자리 

숫자로 된 실제 풍속값으로 표시한다. 풍속이 50 m/s(100 kt) 이상일 때 ff와 

fmfm 앞에 문자 지시부 P를 붙여 P49MPS로 보고한다.

주 : 50 m/s(100 kt) 이상의 지상 풍속 보고에 관한 항공부문의 요구는 없다. 그러나 항공 

이외의 목적으로 99 m/s(199 kt) 이상의 풍속을 보고하는 규정이 제정되었다.

15.6 VVVV VNVNVNVNDv 군

    주 : m 또는 km를 단위로 하는 시정 전문은 ICAO 부속서 5의 설명에 따른다.

15.6.1  VVVV 군은 우세시정을 보고한다. 수평 시정이 방향에 따라 다르고, 시정이 급격히 

변하여 우세시정을 결정할 수 없을 때는 VVVV는 최단 시정을 보고한다. 

15.6.2  방향에 따라 다른 수평시정군 VNVNVNVNDv 

      방향에 따라 수평시정이 동일하지 않고 최단시정이 우세시정의 50% 미만 또는 

1,500 m 미만이고, 우세시정이 5,000 m 미만일 때 VNVNVNVNDv 군은 최단시정

을 보고하고 가능하면 공항의 기준지점 방향은 8방위의 하나로 나타낸다. 최단시

정이 두 방향 이상에서 관측되면 Dv는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방향을 보고한다. 

15.6.3  수평시정은 다음의 보고 단계 기준에 따라 보고한다.

      (a) 800 m 까지는 50 m 단위로 절사한다.

      (b) 800 m 에서 5,000 m 까지는 100 m 단위로 절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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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5,000 m 에서 9,999 m 까지는 1,000 m 단위로 절사한다.

      (d) 10 ㎞ 이상은 9,999로 나타낸다.

15.6.4  CAVOK 문자 사용은 규정 15.10항을 적용한다.

15.7  

RDRDR/VRVRVRVRVRi
군

RDRDR/VRVRVRVRVVRVRVRVRi

주 : 활주로 가시거리의 전문화는 ICAO 부속서 5의 단위 규정에 따라 m를 기본으로 한다.

15.7.1  관측기간 중 수평시정이 VVVV로 보고되거나 1개 또는 2개 이상의 착륙 가능 

활주로에서 관측한 활주로 가시거리가 1,500 m 미만인 경우에는 규정 15.7항에 

의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군을 사용한다. 활주로 지시문자 R 다음에는 공백없이 

바로 활주로 번호 지시부 DRDR과 RVR 값이 들어간다.

15.7.2  이 군은 착륙이 가능하고 RVR이 관측되고 있는 각 활주로의 RVR값을 모두 

보고하도록 최대 4개까지 반복 사용한다.

15.7.3  활주로 번호 지시부 DRDR 

      RVR을 보고하는 개별 활주로를 명시하기 위하여 활주로 번호 지시부 DRDR를 

사용한다. 평행 활주로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DRDR 다음에 각각 L, C 또는 R을 

붙여 왼쪽, 중앙, 오른쪽 평행 활주로의 RVR값임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활주로의 구분 표시는 ICAO in Annex 14 — Aerodromes, Volume Ⅰ.1 공항설계 및 

운용의 규정 5.2.2.4항과 5.2.2.5항에서 정한 표준절차에 따라 필요한 만큼 DRDR 

다음에 활주로 표시 문자를 추가한다.

15.7.4  관측 직전 10분 동안의 RVR 평균값과 변화경향을 보고하는 VRVRVRVRi 

15.7.4 .1 보고하는 활주로 가시거리 값은 최대 4개까지 가능하며 실제 착륙지점의 대푯

값 이어야 한다.

15.7.4.2 관측 직전 10분 동안의 RVR 평균값은 VRVRVRVR로 보고한다. 그러나 이 10분 

동안에 RVR값에 현저한 불연속이 있는 경우(예 : 안개의 갑작스런 이류 또는 

시야를 가리는 소낙눈이 갑자기 시작되었거나 또는 갑자기 그쳤을 경우)에는 

이 불연속현상이 끝난 다음의 나머지 시간 자료만을 가지고 평균 RVR 값과 

그 변동사항을 결정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관측시간이 짧아진다.

         주 :

         (1) 규정 15.7.5항 참조

         (2) 관측값이 RVR 보고계급값과 일치하지 않을 때는 가까운 바로 아래 보고 단계값으로 

절사하여 보고한다.

         (3) 현저한 불연속 현상은 RVR값이 갑작스럽고 최소 2분 동안 지속성이 있을 때 발생하며 

Technical Regulation[C.3.1] 4.3.3항에 의한 항공기상 특별관측 보고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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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4.3 활주로 가시거리 값이 관측 직전 10분 동안 크게 양호하거나 악화되어서 전반 

5분간의 평균값과 후반 5분간 평균값 간에 100 m 또는 그 이상의 차이가 

있을 때가 있다. 이와 같은 변화가 있을 때는 활주로 가시거리의 양호 경향은 

i=U, 악화경향은 i=D로 표시한다. 관측 직전 10분 동안에 활주로 가시거리값

의 현저한 변화가 없을 때는 i=N으로 보고하고, 변화경향을 결정하기 어려울 

때는 ‘i’ 를 생략한다.

15.7.5  활주로 가시거리의 현저한 변화를 보고하는 RDRDR/VRVRVRVRVVRVRVRVRi 군은 

활주로 RVR값이 현저하게 자주 바뀌고 있고, 정규 관측 전 10분 동안의 평균 

RVR과 이 시간대의 1분간 평균최소 및 평균최대의 양극단값간의 차가 평균 

RVR보다 50 m 이상 또는 20% 이상 차이가 나고 있을 때는 이 중 큰값을 10분

간 평균 RDRDR/VRVRVRVRi 대신 1분간 평균최소와 1분간 평균최대 RVR을 각각 

RDRDR/VRVRVRVRVVRVRVRVRi 형식 순서대로 보고한다. RVR의 최소․최대극값은 

규정 15.7.6항에 따라, 변화경향은 규정 15.7.4.3항에 따라 보고한다.

15.7.6  활주로 가시거리 극값

      실제 RVR값이 사용 중에 있는 측정장치의 관측범위 밖에 있을 때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보고한다.

      (a) WMO 기술규정에 따라 보고해야 하는 활주로 가시거리값이 사용중인 측정장

치의 관측최대값을 초과하는 경우는 문자 지시부 P 다음에 VRVRVRVR 군을 

붙여서 PVRVRVRVR로 보고한다. 이때의 VRVRVRVR은 측정할 수 있는 최대값

이 된다. RVR 값이 2000 m 이상으로 측정되면 P2000으로 보고한다.

      (b) 활주로 가시거리가 사용 중인 측정장치의 관측 최소값 미만인 경우에는 문자 

지시부 M 다음에 VRVRVRVR 군을 붙여 MVRVRVRVR로 보고한다. 이때의 

VRVRVRVR은 측정할 수 있는 최소값이 된다. RVR 값이 50 m 미만으로 측정

되면 M0050으로 보고한다. 

15.8 w′w′ 군

15.8.1  공항 및 공항 부근에서 항공기 운항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현재 일기현상이 

관측되었을 때는 부호표 4678에 따라 w′w′ 군에 하나 또는 그 이상최대 3개까

지의 해당 일기부호를 모두 보고한다. 현재 일기현상을 표기할 때는 기상현상의 

강도 지시부와 약자(부호표 4678)를 2~9개 문자로 결합한다. 

15.8.2  부호표 4678에 기술되어 있지 않은 현재 일기현상을 관측하였을 때는 보고에서 

w′w′ 군은 생략한다. 

15.8.3  w′w′ 군은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표기한다.

      (a) 첫 번째는 해당 기상현상이 있을 때는 그 기상현상의 강도 또는 접근도를 

나타내는 수식어를 공백없이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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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해당 기상현상이 있을 때는 기상현상의 특징을 묘사하는 약자를 공백없이 표기.

      (c) 관측된 기상현상 또는 복합 기상현상의 약자.

15.8.4  강수, 소낙성 강수 또는 뇌전, 깔때기 구름, 그리고 먼지보라 또는 모래보라를 

동반한 강수일 때 강도를 표시한다. 기상현상의 강도가 약 또는 강할 때 해당되는 

표시(부호표 4678, 주 5항 참조)로 나타내고 중간일 때는 표시하지 않는다.

15.8.5  w′w′ 군으로 보고하는 현재 일기현상의 강도는 관측시 현재의 강도로 결정한다.

15.8.6  2가지 종류 이상의 중요 기상현상을 동시에 관측하였을 때 w′w′ 군은 부호표 

4678에 따라 분리해서 나타내야 한다. 만일 2가지 이상의 강수형태가 관측되면, 

우선 보고해야 하는 우세한 강수형태의 단일 군에 적당한 문자 약어를 결합한다. 

이러한 단일 군에서 강수강도는 총강수량에 관계되고 강도표시는 하나가 되거나 

해당되지 않으면 보고하지 않는다. 

      자동기상관측장비를 사용하면서 이 장치가 강수형태를 구분할 수 없을 때는 약어 

UP를 사용한다. 약어 UP은 필요하면 현재일기 FZ, SH, TS의 특징을 하나로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15.8.7  수식어 “SH"는 소낙성 강수일 때 사용한다. 지시부 ”VC"와 함께 사용할 때는 

강수 종류와 강수강도는 명시하지 않는다.

      주 : 소낙성 강수는 대류운에서 발생한다. 소낙성 강수는 강수의 급작스런 시작과 종료  

강수강도가 급격히 변하거나 그 변동폭이 대단히 큰 특징을 나타낸다. 소낙성 강수일 

때의 우적과 고체 강수입자는 일반적으로 소낙성이 아닌 강수일 때보다 훨씬 크다. 

소낙성 강수가 잠시 멎고 적운계 구름 사이사이에서 층운계 구름이 꽉 차 있지 않을 

때는 이 적운계 구름 사이를 통해서 하늘을 볼 수 있다.

15.8.8  수식어 ‘TS’는 관측 시각 전 10분 동안에 천둥소리를 들었거나 번개를 보았을 때 

사용한다. 또한 TS에 동반된 강수를 관측하였을 때는 TS 다음에 공백없이 해당 

강수의 수식어를 붙여서 보고한다. 공항에서 약자 TS는 뇌전현상은 있으나 강수를 

동반하고 있지 않을 때만 사용한다. 

      주 : 뇌전은 공항에서 번개를 보거나 강수 관측과 관계없이 천둥소리를 처음 들은 시각부

터 시작된 것으로 간주한다. 뇌전은 공항에서 천둥소리를 마지막으로 들은 시각 또는 

천둥소리를 더 이상 듣지 못했을 때 끝난 것으로 간주하며, 그 종료는 마지막 천둥소

리를 들은 시각에서 10분 동안 더 이상 천둥소리가 나지 않았을 때 종료로 확인한다.

15.8.9  수식어 ′FZ′는 과냉각 수적 또는 과냉각 강수를 나타내는 경우에만 사용한다.

      주 : 

      (1) 기온이 0℃ 미만일 때 안개를 형성하고 있는 대부분 입자가 물방울로 되어 있을 때는 

무빙현상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언안개(FZFG)로 보고한다.

      (2) 과냉각 강수의 경우에는 강수형태가 소낙성 여부에 관계없이 소낙성이란 표현을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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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10 수식어 약자 ′VC′는 공항 인근 지역에서 다음의 중요 기상현상이 관측되었음을 

보고할 때 사용한다. TS, DS, SS, FG, FC, SH, PO, BLDU, BLSA, BLSN과 VA, 

VC와 FG의 결합 사용 방법에 관한 설명은 규정 15.8.17항에 기술되어 있다.

        주 : 

        (1) 위 주요 기상현상이 공항 기준점에서 거의 8~16 km 사이에 관측되었을 경우에만  

수식어 VC와 함께 보고한다. 수식어 VC에 해당되는 실제 범위는 항공당국과 협의로 

지역적으로 결정한다.

        (2) 규정 15.8.7항 참조

15.8.11 약자 ′GR′은 관측된 최대 직경이 5 ㎜ 이상 되었을 때만 우박 발생을 보고한다. 

작은 우박(직경 5㎜ 미만)과 싸라기눈인 경우에는 약자 ′GS′를 사용한다.

15.8.12 약자 ′IC′는  빙정현상을 보고할 때 사용한다. w′w′=IC는 이 현상으로 인하여 

시정이 5,000 m 이하로 낮아졌을 때만 보고한다.

15.8.13 약자 ′FU′, ′HZ′, ′DU′와 ′SA′(DRSA 제외)는 시정 장애현상이 주로 먼지현상에 

의한 것이고, 이 현상으로 인하여 시정이 5,000 m 이하로 낮아졌을 때만 사용한다.

15.8.14 약자 ′BR′은 시정 장애현상이 주로 작은 물 입자나 또는 빙정으로 형성되어 있을 

때만 사용한다. w′w′=BR이면 VVVV로 보고하는 시정은 최소한 1,000 m 이상 

5,000 m 이하일 때만 사용한다. 

15.8.15 약자 ′FG′는 시정 장애현상이 주로 작은 물 입자나 또는 빙정(안개 또는 얼음안개)

으로 형성되어 있을 때만 사용한다. 수식어 ′MI′, ′BC′, ′PR′ 또는 ′VC′없이 보고된 

w′w′=FG인 경우 VVVV로 보고하는 시정은 1,000 m 미만이어야 한다.

15.8.16 w′w′=MIFG의 보고는 지상 2 m 높이에서 시정이 1,000 m 이상이 되지만 안개

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겉보기 시정이 1,000 m 미만일 때 사용한다.

15.8.17 약자 ′VCFG′는 안개 종류에 관계없이 간에 안개가 공항 인근지역에 끼어 있는 

것을 관측하였을 때 사용한다.

15.8.18 약자 ′BCFG′는 단속적인 안개가 끼었을 때, 약자 ′PRFG′는 안개가 공항의 일부

만을 덮고 있음을 보고할 때 사용한다. 이때 단속적인 안개 또는 둑과 같은 

형태를 갖춘 안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시정은 1,000 m 미만이 되어야 하고 

안개는 지면으로부터 최소한 2 m 높이까지 끼어 있어야 한다.  

        주 : ′BCFG′는 안개가 관측지점에 가까운 지점까지 끼어 있지만 공항의 일부 방향 시정이 

최소한 1,000 m 이상이 되는 곳이 있을 때만 사용한다. 따라서 VnVnVnVnDv로 

보고하는 최단 시정은 1,000 m 미만이 되어야 한다.

15.8.19 약자 ′SQ′는 풍속이 적어도 8 m/s(16 kt) 이상 갑자기 증가하여 11 m/s (22 kt) 

또는 그 이상으로 풍속이 강해지고 최소한 1분 동안 계속되는 스콜을 보고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15.8.20 규정 15.10항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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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NsNsNshshshs 또는

VVhshshs 또는

NSC 또는

NCD

 군

15.9.1  운량과 구름윗면 NsNsNshshshs

15.9.1.1 운량, 운형, 구름밑면고도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변하는 구름만 보고한다. 예를 

들면, 구름밑면고도가 1500 m(5000 ft) 아래이거나 가장 높은 최저구역고도 

아래일 때 두 고도값 중 높은 쪽 구름 또는 높이에 관계없이 적란운이나 탑상형 

적운을 보고한다. 운량 NsNsNs는 few(1~2 okta), scattered(3~4 okta), broken 

(5~7 okta)과 overcast(8 okta)를 각각 3개 문자로 된 약어 FEW, SCT, BKN 및 

OVC로 공백없이 구름층(괴)의 최저고도 hshshs 다음에 붙여서 보고한다.

        1500 m(5000 ft) 아래 또는 가장 높은 최저구역고도 아래 구름이 없고 적란운, 

탑상적운, 연직 시정에 장애물도 없지만 약어 CAVOK가 적당하지 않을 때 약어 

NSC로 보고한다. 자동기상관측장비로 관측이 되지 않으면 약어 NCD로 보고한다.

15.9.1.2 각 구름층(괴)의 운량은 그 층 이외에는 다른 구름이 없다고 간주하고 결정한다.

15.9.1.3 층의 높이가 다른 구름층(괴)의 구름을 보고하고자 할 때는 구름군을 반복 

사용한다. 구름군은 3개 군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중요 대류운을 관측하였을 

때는 반드시 보고하며 예외로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주 : 다음 구름은 중요한 대류운으로 보고한다.

         (1) 적란운 (Cb)

         (2) 연직으로 크게 발달한 웅대적운(TCU), 약자 TCU는 구름의 형태에 붙인 탑상형 

적운으로 항공기상에서 사용되는 ICAO 지정 약자이다. 

15.9.1.4 층운 또는 구름덩이를 임의 보고하고자 할 때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첫 번째 구름군 : 운량에 관계없이 가장 낮은 층에 있는 독립 구름층(괴)을 

FEW, SCT, BKN 또는 OVC로 보고한다.

         두 번째 구름군 : 첫 번째 운층(괴) 위에 있는 독립 운층(괴)으로 운량 3 okta 

이상 되는 구름을 SCT, BKN 또는 OVC로 보고한다.

         세 번째 구름군 : 두 번째 운층(괴)보다 높은 독립 운층(괴)으로 운량 5 okta 

이상 되는 구름을 BKN 또는 OVC로 보고한다.

         추가 구름군 : 중요 대류운(Cb 또는 TCU)을 관측하였으나 위의 3개 구름군에 

보고되지 않았을 때 보고한다.

         구름군은 낮은 층부터 높은 층으로 순서에 따라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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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1.5 층운(괴)의 구름밑면고도는 hshshs 형식에 따라 30 m (100 ft) 단위로 3,000 m 

(10,000 ft) 까지 보고한다. 보고 단위와 맞지 않는 구름밑면 고도값은 절사하여 

바로 아래 단계의 낮은 값으로 보고한다.

         주 : 규정 15.7.4.2항의 주(2) 참조

15.9.1.6 자동기상관측장비로 적란운이나 탑상형 적운을 관측했으나 운량이나 구름윗면을 

관측하지 못했을 때 구름의 운량과 구름윗면은 사선(////)으로 보고한다.

15.9.1.7 중요 대류운 외에는 운형을 표시하지 않는다. 중요 대류운을 관측하였을 때는 

구름군 다음에 공백없이 해당 운형 약자 ′CB′(적란운) 또는 ′TCU′(연직으로 크게 

발달한 탑상적운)를 붙인다. 자동기상관측장비를 사용하면서 운형을 관측할 수 

없을 때는 각 구름의 운형은 사선(////)로 보고한다.

         주 : 구름밑면고도가 같은 독립 구름층(구름덩이)이 적란운과 탑상적운으로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운형은 CB만을 보고하고 운량은 CB와 TCU를 합하여 보고한다.

15.9.2  연직 시정 VVhshshs 

       하늘이 완전 차폐되어 있고 연직 시정값을 알 수 있을 때는 VVhshshs 군을 보고

한다. 여기서 hshshs는 30 m(100 ft) 단위의 연직시정이다. 만일 연직 시정값을 

알 수 없을 때는 이 군은 VV///로 보고한다.

       주 : 

       (1) 연직시정이라 함은 완전 차폐물질을 통해서 연직으로 볼 수 있는 가시거리이다.

       (2) 규정 15.7.4.2항의 주(2) 참조

15.9.3  규정 15.10항을 적용한다.

15.10 부호문자 CAVOK

     부호문자 CAVOK는 규정 15.6항, 15.8항과 15.9항을 적용받는 다음과 같은 

기상상태가 관측시각에 동시에 나타내고 있을 때 이 군 자리에 넣는다.

     (a) VVVV로 보고하는 시정은 10 ㎞ 이상이며 VNVNVNVNDv를 포함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b) 구름 : 고도 1,500 m(5,000 ft)와 가장 높은 최저구역고도의 두 값 중 높은쪽의 

고도 이하에 구름이 전혀 없거나 적란운과 탑상형 적운이 없을 때.

     (c) 중요한 일기현상이 없을 때(부호표 4678 참조)

      주 : 가장 높은 최저 구역고도는 ICAO PANS–OPS, Part 1–Definitions 편에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항행안전무선시설을 중심으로 한 반경 46 ㎞(25해리)의 권내에 위치한 모든 물체로부터 

긴급사태에 대비해서 최소한 300 m(1,000 ft)의 여유를 두고 설정한 비행안전 최저고도이다.

15.11 T′T′/T′dT′d 군

15.11.1 관측된 기온과 이슬점온도를 섭씨 정수단위로 사사오입하여 T′T′/T′dT′d로 보고

한다. 0.5℃가 포함된 관측값은 다음으로 높은 섭씨 정수로 사사오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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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2 사사오입된 기온과 이슬점온도의 정수값이 9℃~+9℃일 때는 앞에 0을 붙여 

두자리로 보고한다. 예를 들면, +9℃는 09로 보고한다. 

15.11.3 0℃ 이하의 기온은 M을 앞에 붙인다. 예를 들면, -9℃는 M09로 하고 -0.5℃는 

M00으로 보고한다. 

15.12 QPHPHPHPH 군

15.12.1 관측한 QNH값은 소수 이하 값을 절사하여 정수 hPa 단위로 만든 다음 

PHPHPHPH에 넣고 바로 앞에 공백없이 Q문자를 붙여 보고한다.

15.12.2 QNH값이 1,000 hPa 미만일 때는 앞에 0을 붙인다. 예를 들면, QNH 995.6은 

Q0995로 보고한다.

        주 : 

        (1) 문자 지시부 Q 다음 첫 번째 숫자가 0 또는 1인 경우에 QNH의 값은 hPa 단위로 

보고한다.

        (2) ICAO 부속서 5에서 규정한 기압 단위는 hPa이다.

15.13 보충정보 군 

    

REw′w′ 

WSRDRDR

(WTsTs/SS′)(RDRDR/ERCReReRBRBR)또는

WS ALL RWY

15.13.1 국제적 전파를 위하여 보충정보절은 항공기 운항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최근 

일기현상과 저층 윈드시어와 지역 항공항행협정에 따라 보고하는 해수면온도, 

해수면 상태 및 활주로 상태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보고할 때만 사용한다.

15.13.2 항공기 운항에 중요한 최근 일기현상 REw′w′

15.13.2.1  다음 기상현상이 관측할 당시에는 없지만 앞의 정시관측 후에나 어느 정도 지난 

시간 중에서 가장 최근시간에 관측되었다면 규정 1.5.8항(최근 일기현상은 강도가 

없음)에 따라 최근 일기정보는 3개 군까지 적당한 약어를 지시문자 “RE" 

다음에 공백 없이 붙여서 보고한다.

- 언 강수

- 보통 또는 강한 이슬비, 비나 눈

- 보통 또는 강한 얼음싸라기, 우박, 작은 우박과 또는 싸라기눈

- 높은 날린 눈

- 모래보라 또는 먼지보라

- 뇌우

- 깔때기 구름(토네이도 또는 용오름)

- 화산재



FM 15 METAR, FM 16 SPECI

- 36 -

자동기상관측장비를 사용하면서 강수형태를 구별할 수 없으면 약어 REUP를 

사용하여 최근 강수를 보고하며, 규정 15.8.6항에 따라 최근 일기특성을 결합

하여 사용할 수 있다. 

15.13.3 

       

저층 바람시어

WSRDRDR

또는

WS ALL RWY

       항공기 운항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활주로와 고도 500 m(1,600 ft) 사이의 항

공기 이륙 또는 착륙 경로의 바람시어 정보는 가능한 수시로 보고하며 국지상황이 

확실하다면 필요에 따라 WSRDRDR을 보고한다. 항공기 이륙 또는 착륙 경로 

바람시어가 공항내 모든 활주로에 영향을 줄 경우 WS ALL RWY를 사용한다. 

주 : 활주로 번호 지시부호 DRDR은 규정 15.7.3항을 적용한다.

15.13.4 규정 15.13.2항과 15.13.3항에서 기술되지 않은 기타 보충자료는 지역결정에 

의해서 관측보고에 포함시켜야 한다.

15.13.5 해수면 온도와 해상 상태(WTsTs/SS′)

15.13.5.1  지역협정에 따라 해수면 온도는 지역 ICAO 규정 15.11항에 따라 보고한다. 

해상 상태는 부호표 3700에 따라 보고한다.

15.13.6 활주로 상태(RDRDR/ERCReReRBRBR)

15.13.6.1  지역 항공항행협정에 따라 해당 항공당국이 제공하는 활주로 상태를 보고 한다. 

활주로 침전물 ER,, 활주로 오염 정도 CR,, 침전물 두께 eReR, 그리고 마찰계수

/제동효과 BRBR은 각각 부호표 0919, 0519, 1078, 0366에 따라 보고한다. 

많은 적설로 공항이 폐쇄되었다면 활주로 상태군은 약어 SNOCLO로 보고한다. 

공항의 한 개 또는 전 활주로에서 오염상태가 끝났다면 이 군은 마지막 6개 

숫자 CLRD//로 대체하여 보고한다.

          주 : 활주로 지시부호 DRDR에 관해서는 규정 15.7항을 적용한다. 추가 숫자 부호 88과 

99는 European Air Navigation Plan, FASID, Part III-AOP, Attachment A에 

따라 보고한다. 그리고 숫자 부호 88은 모든 활주로를 나타낸다. 숫자 부호 99는 

해당 METAR 전문 전파시간에 활주로 최신상태 정보 보고가 불가능할 때 사용하며 

이 경우 전시간 활주로 상태를 다시 보고해야 한다.

15.14 경향예보

      주 : 경향예보 작성 기준은 WMO-No. 49-Technical Regulations [C.3.1]에 기술되어 있다.

15.14. 1  METAR 또는 SPECI 전문에 포함되는 경향예보는 전문 형식으로 작성한다.

15.14. 2  바람, 수평시정, 현재일기, 구름 또는 연직시정의 기상요소 가운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관측값에 대한 변화가 예상되고, 이 변화가 중요 기상변화 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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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되어 예보에 포함시키고자 할 때는 TTTTT의 변화지시부 BECMG 또는 

TEMPO 중 해당되는 하나만을 사용하여 표기한다.

         주 : 공항의 운항최저기상기준값에 해당하는 기상변화는 가능한 이 내용을 모두 변화군에 

포함시켜야 한다.

15.14. 3  시간군 GGgg 바로 앞에 공백없이 붙이게 되는 문자 지시부호 TT=FM(부터), 

TL(까지) 또는 AT(현재)의 사용은 예보 변화의 시작시각 앞에는 FM, 종료 

예상시각 앞에는 TL, 그리고 특정 기상상태의 발생 예상시각 앞에는 AT를 각각 

붙인다.

15.14. 4  변화지시부 BECMG는 일정 또는 불규칙적인 비율을 보이면서 특정 기상기준값까지 

도달하거나 이 값을 초과하는 기상변화의 예상을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15.14. 5  경향예보에 특정 기상기준치까지 도달하거나 이 값을 초과하여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상상태의 변화는 아래와 같이 표기한다.

        (a) 경향예보 유효시간 동안에 기상상태의 변화가 일어나서 유효시간 이내에 

끝날 것으로 예상되면, 변화 지시부 BECMG 다음에 각각 특정 기상현상의 

시작과 종료를 표시하는 문자 지시부 FM과 TL 바로 다음에 공백 없이 

기상현상 시작․종료 예상시간을 붙여 표기한다(예를 들면, 경향예보 유효시

간이 1000 UTC 부터 1200 UTC인 경우에는 BECMG FM1030 TL1130) 

        (b) 기상현상 발생 예상시간은 경향예보 유효 시작시간과 같고 예보 유효시간이 

종료되기 전에 이 현상이 끝날 것으로 예상될 때는 변화지시부 BECMG 

다음에 예상되는 특정 기상현상 종료를 표시하는 문자 지시부 TL과 종료 

예상시간을 붙여서 표기한다(이 때는 발생시간을 표시하는 문자 지시부 

FM과 시간군 사용을 생략한다. 예를 들면, BECMG TL1100과 같이 됨).

        (c) 기상현상 시작시간이 경향예보 유효 시작시간 이후에 있고 이 현상의 종료

시간은 예보 유효시간이 끝나는 시각과 일치할 때는 변화지시부 BECMG 

다음에 현상 시작시간을 표시하는 문자 지시부 FM과 시간군을 붙여서 

표기한다(이 때는 종료시간을 표시하는 문자 지시부 TL과 시간군 사용을 

생략한다. 예를 들면, BECMG FM1100)

        (d) 기상현상의 경향예보 유효 시간 중 특정시간에 발생이 예상될 때는 변화지

시부 BECMG 다음에 그 변화시간을 표시하는 문자 지시부 AT와 시간군을 

붙여서 표기한다(예를 들면, BECMG AT1100)   

        (e) UTC 자정 정각에 일어나는 기상상태 변화를 예보에 표현하는 시간은 아래 

숫자를 사용한다. 

        (ⅰ) FM과 AT를 사용할 때는 0000.

        (ⅱ) TL을 사용할 때는 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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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4. 6  기상상태의 변화가 경향예보 유효 시작 시각과 동시에 발생하여 예보 유효 종료

시각과 같이 끝날 것으로 예상될 때 또는 기상상태의 변화가 예보 유효시간내에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은 되지만 그 변화시간을 명확하게 특정질 수 없을 때(예보 

발효시간이 조금 지난 시간이나 유효시간 내의 중간 해당시간 또는 유효 종료시

간이 되기 조금 전 시간 등이 이에 해당됨)는 변화 지시부 BECMG만을 사용한다

(이 때는 문자 지시부 FM과 TL 또는 AT와 관련 시간군을 생략한다). 

15.14. 7  변화지시부 TEMPO는 특정 기상기준치까지 도달하거나 이 값을 초과하는 

일시적인 기상 변동 상태를 예보할 때 사용하는 지시부로서 어느 한 기상상태로 

변한 다음 그 지속시간이 1시간 미만이며 예보 기상상태로 바뀌는 총 변동 

지속시간 합계가 예보 유효시간의 1/2 미만이 된다고 예상될 때 사용한다.

15.14.8 특정 기상기준치까지 도달하거나 이 값을 초과하는 일시적인 기상상태의 변동

기간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a) 일시적인 기상상태의 변동 시작과 종료시간이 모두 경향예보의 유효시간 

이내 들어간다고 예보할 때는 기상상태 변동 시작과 종료시간을 나타내기 

위하여 변동 지시부 TEMPO 다음에 각각 해당 문자 지시부 FM과 TL 

그리고 시작과 종료 시간군을 함께 표기한다.(예를 들면, 경향예보의 유효기

간이 1000 UTC부터 1200 UTC인 경우에는 TEMPO FM1030 TL1130) 

        (b) 기상상태의 일시적인 변동 시작 시간은 경향예보 유효 시작 시간과 일치하

지만 예보 유효 시간이 종료되기 전에 기상변동시간이 끝난다고 예보할 때는 

변화 지시부 TEMPO 다음에 문자 지시부 TL과 종료시간만을 사용한다. 

이때는 발생시간을 표시하는 문자 지시부 FM과 시간군을 생략한다(예를 

들면, TEMPO TL1130)

        (c) 기상상태의 일시적인 변동 시작 시간은 경향예보 유효 시작시간 이후에 있고 

기상변동 현상이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이 예보 유효 종료시간과 일치

할 때는 변화 지시부 TEMPO 다음에 시작시간을 표시하는 문자 지시부 

FM과 시작 시간군만을 사용한다. 이때는 종료시간을 표시하는 문자  지시부 

TL과 시간군을 생략한다.(예를 들면, TEMPO FM 1030)

15.14. 9  기상상태의 일시적인 변동현상이 경향예보 유효 시작시간과 동시에 발생하여 

예보 유효종료시간과 동시에 끝날 것으로 예상될 때의 일시적인 변동현상 

예보는 변동 지시부 TEMPO만을 사용한다. 이때는 문자 지시부 FM과 TL 

그리고 관련 시간군을 생략한다.

15.14.10 변동군 TTTTT TTGGgg 다음에 들어가는 기상상태 예보군에는 기상상태의 

중요한 변화를 나타내는 기상요소만을 포함시켜야 한다. 그러나 어떤 구름에 대한 

중요 변화현상을 예보하고자 하는 경우는 이 구름 뿐만 아니라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타 중요 구름층과 구름덩이 구름군도 함께 포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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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4.11 규정 15.5.6항을 적용한다.

15.14.12 중요 일기예보 w′w′의 포함은 규정 15.8항에 따라 해당 약어를 사용하며, 

다음과 같이 제한한다.

         (a) 다음 일기현상의 시작․종료 또는 강도의 변화를 예상할 때

          - 언강수

          - 보통 또는 강한 강도의 비(소낙성 강수 포함)

          - 먼지보라

          - 모래보라

          - 뇌우(강수 포함)

          - 기타 현상 : 기상당국, 항공교통 당국 및 관련 운영자들이 동의한 부호표 

4678에 있는 기상현상들.

         (b) 다음 일기현상의 시작 또는 종료

          - 어는 안개

          - 빙정

          - 땅 날린 먼지, 모래 또는 눈

          - 높은 날린 먼지, 모래 또는 눈

          - 뇌전(강수 없음)

          - 스콜

          - 깔때기 구름(토네이도 또는 용오름)

15.14.13 중요 일기현상 w′w′가 끝났음을 표시하고자 할 때는 w′w′ 군 자리에 약자 

NSW(Nil Significant Weather : 중요 일기현상 없음)를 넣는다.

15.14.14 1500 m(5000 ft) 아래 또는 가장 높은 최저구역고도 아래 두 값 중 높은 고도 

아래 구름이 없고 적란운이나 탑상적운도 예상되지 않을 때 CAVOK 보다 약어 

NSC를 사용한다.

15.14.15 규정 15.14.2항에 기술한 기상요소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그 기상상태의 변화를 

예보할 정도의 중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였을 때는 부호문자 NOSIG를 

사용하여 그 뜻을 표현한다. NOSIG(No Significant change : 중요 변화 

없음)는 현재의 기상상태가 특정 임계기준치에 도달하거나 이 값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때 사용한다.

15.15 (RMK......) 군

     지시부 RMK는 국가별 결정으로 포함되는 기상정보의 절이 시작함을 알리는 것으로 

국제적 전파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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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 18-XII BUOY 부이 관측 전보식 

전문 형식

   제절 M iM iM jM j AbwnbnbnbLoLoLoLoLoLo
     YYMMJ GGggiw QcLaLaLaLaLa

QIQtQA

   제1절  Q dQx ddf f snTTT








snTdTdTd또는
UUU








P P P P 

PPPP appp
   제2절  Q dQx snTwTwTw PwaPwaHwaHwa PwaPwaPwa HwaHwaHwa 

   제3절  Q dQ d k zzzz TTTT SSSS

 
znznznzn TnTnTnTn SnSnSnSn 

kk zzzz ddccc

 
znznznzn dndncncncn 

   제4절   QPQ QTWQ   QNQLQAQZ 








Q cLaLaLaLaLa LoLoLoLoLoLo또는
YYMMJ GGgg









        ZhZhZhZh ZcZcZcZc B tB tX tX t 
AhAhAhAN  VBVBdBdB  V iV iV iV i  ZdZdZd 

   제5절  (555 군은 국가별로 정하는 숫자군)

주 : 

(1) BUOY는 부이의 관측 보고를 위한 전보식 명칭이다.

(2) 하나의 BUOY 전문보고나 BUOY 편집본은 군 MiMiMjMj = ZZYY로 식별한다.

(3) 9/ZdZdZd 군은 부표를 부착한 부이의 보고에 포함하도록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4) 9/ZdZdZd 군은 부표가 설치되지 않은 부이의 보고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5) 전문 형식은 6개 절로 구성되며, 그 가운데 6QlQtQA/군을 제외한 첫 번째는 의무적이고 

나머지는 자료입수가 가능할 때 임의로 사용한다.

절 번호 식별 숫자군 내      용

0 - 전문 식별, 시간 및 위치 자료

1 111 기상자료와 다른 비해양 자료

2 222 해면의 자료

3 333 온도, 염도와 임의 수심의 해류(가능할 때)

4 444 품질관리 자료가 포함되는 공학적, 기술적 매개변수 정보

5 555 국가별로 정하는 숫자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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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작성 규정

18.1 개요

    전보식 명칭 “BUOY” 자체는 보고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18.2 제0절

18.2.1  6QlQtQA/군을 제외한 제0절의 모든 군은 보고할 다른 자료가 없더라도 의무적으

로 보고한다.

18.2.2  개개의 BUOY 보고는 편집본에 포함되더라도 첫 군으로 식별군 MiMiMjMj가 

들어가야 한다.

18.2.3  A1bwnbnbnb 군

      부이 번호(nbnbnb)는 001~499만을 부여한다.

      표류부이의 경우에는 원래의 nbnbnb 번호에 500을 더한다.

      주 : 

      (1) A1bw는 보통 부이가 투입된 해역을 나타낸다. WMO 사무국은 회원국 요청에 따라 관측 

대상 해역에 환경적 부이관측소로 사용되는 일련번호(nbnbnb)를 할당한다. 

      (2) 해당 회원국은 실제로 개별 부이에 할당된 번호와 투입한 지리적 위치를 WMO 사무

국에 등록한다.

      (3) WMO 사무국은 회원국으로부터 등록된 부이 번호를 모든 관련 국가에 알린다.

18.2.4  QcLaLaLaLaLa  LoLoLoLoLoLo 군

      부이의 위치를 위치 표시능력에 따라 °(도)의 0.1, 0.01 또는 0.001°로 보고한다. 

위치를 0.1° 단위로 보고할 때는 군을 QcLaLaLa// LoLoLoLo//로 부호화 하며,  

0.01° 단위로 보고하는 경우는 QcLaLaLaLa/ LoLoLoLoLo/로 부호화 한다.

18.2.5  (6QIQtQA/) 군

      QIQtQA는 QC(Quality Control) 지시부호이다. Ql과 QA는 위치, Qt는 시간에 적용한다.

18.3 제1절

18.3.1  제1절의 각 군은 자료가 입수 가능할 경우 측정된 모든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

18.3.2  모든 군에서 자료가 누락될 경우 전체 절을 생략한다.

18.3.3  111QdQx 군

      Qd는 절에 대한 QC 지시부이다. 만일 모든 자료군이 같은 QC의 플래그 값이면 

Qd는 그 값으로 부호화하며, Qx는 9로 보고한다. 만일 절 가운데서 하나의 자료

군이 1과 다른 QC 플래그의 값을 갖는 경우에, Qd는 그 플래그 값으로 부호화하고 

Qx는 이 군의 위치를 나타낸다. 만일 둘 이상의 군이 1보다 큰 QC 플래그 값을 

갖으면 Qd는 그 플래그 값으로, Qx는 9로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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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Qx가 자료군의 위치를 보일 때 자료군의 위치는 Qx를 포함하는 군과 관계되어야 한

다. 예를 들어, Qx=1은 바로 뒤따르는 자료군과 관계된다.

18.4 제2절

18.4.1  제2절의 각 군은 자료가 입수 가능 할 경우 측정된 모든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

18.4.2  모든 군에서 자료가 누락될 경우 전체 절을 생략한다.

18.4.3  222QdQx 군

      규정 18.3.3항을 적용한다

18.5 제3절

18.5.1  개요

      제3절은 2개의 부로 구성된다. 지시군 8887K2로 나타낸 첫 번째 부는 선택된 수심의 

수온과/또는 염도를 보고하는데 사용한다. 지시군 66K69K3로 나타낸 두 번째 부는 

선택된 수심의 해류를 보고하는데 사용한다. 첫 번째 부인 기온과/또는 염분자료 및 

두 번째 부인 해류자료의 유효성에 따라 하나 또는 두 개의 부로 전송한다.

18.5.2  수온은 0.01℃ 단위로 보고한다. 0.1℃ 단위까지 측정될 때는 자료는 일반형식 

3TnTnTn/를 사용한다.

18.5.3  333Qd1Qd2 군 

      Qd1Qd2 군은 2개의 QC 지시부이다. Qd1은 기온과 염분의 QC지시부로, Qd2는 

해류의 속도와 방향의 QC 지시부로 사용한다. 

18.6 제4절

18.6.1  개요

      이 절에서 추가군은 자료가 입수되거나 필요할 때 포함시킨다. 

18.6.2  (1QpQ2QTWQ4) 군

      Qp, Q2, QTW 및 Q4=0일 때 이 군은 보고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군의 생략은 

부이가 만족스럽게 작동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18.6.3  (2QNQLQAQz) 군

      QN은 위성 전송 품질을 나타낸다. QLQA는 위치 정확도를 나타내는 지시부이다. QZ는 

3절로 보고되는 탐침 깊이가 유체정역학적 압력으로 보정되었는지 여부를 나타낸다.

18.6.4  제4절에서 기압장(QcLaLaLaLaLa LoLoLoLoLoLo)과 YYMMJ GGgg/ 군의 전문화는 

지시부 QL값으로 나타낸다. 

      (a) 2QNQLQAQZ 군이 없으면 기압장(QcLaLaLaLaLa  LoLoLoLoLoLo)과 YYMMJ 

GGgg/ 군은 전문화 하지 않는다. 

      (b) QL=1이면 YYMMJ GGgg/ 군을 전문화 하고 기압장 QcLaLaLaLaLa  LoLoLoLoLoLo 없다.

      (c) QL=2이면 QcLaLaLaLaLa LoLoLoLoLoLo 군을 전문화하고 YYMMJ GGgg/ 군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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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5  (QcLaLaLaLaLa) 군

      QL=2(1개의 위성궤도로 결정한 위치)일 때만 보고한다. 부이의 위치를 두 번째 

해석한 위도로 나타낸다.(위성의 sub-궤도에 대칭적)

      주 : 제0절과 같게 보고한다.

18.6.6  (LoLoLoLoLoLo) 군

      QL=2일 때만 보고하며 부이의 위치를 앞 군에서 나타낸 위도와 같이 두 번째 

해석한 경도로 표시한다. 

      주 : 제0절과 같게 보고한다.

18.6.7  YYMMJ GGgg/ 군

      YYMMJ GGgg/ 군은 마지막 위치의 정확한 시간을 보고하며, QL=1일 때만 뒤따

르는 7VBVBdBdB 군과 함께 전송한다.

18.6.8  3ZhZhZhZh 군

      케이블 아래 끝단의 유체정역학 압력으로 수압은 kPa로 나타낸다. 3ZhZhZhZh 군이 

있으면 4ZcZcZcZc 군은 필수 보고사항이다.

18.6.9  4ZcZcZcZc 군

      미터(m)로 나타낸 서미스터 케이블 길이

18.6.10 5BtBtXtXt 군

       부이 형태와 부표에 관한 정보가 없을 경우에 이 군은 생략한다.

18.6.11 6AhAhAhAN 군

       바람 정보가 없거나 풍속계 높이와 형태 정보가 없으면 생략한다. AhAhAh는 

관측소 고도에서 풍속계 높이이며, 0.1 m 단위로 나타낸다. 표류부이와 계류부

이의 경우 관측소 고도는 해수면으로 가정한다. 값을 모르면 ///로 나타낸다. 

999는 풍속계 높이를 10 m 높이로 보정하였을 때 사용한다.

18.6.12 (7VBVBdBdB) 군

       이 군은 QL=1일 때만 보고한다.

       주 : 부이의 표류방향(진방위)은 47°, 표류속도가 13 ㎝/s일 경우 71304로 보고한다.

18.6.13 (8ViViViVi) 군

       부이의 공학조건 정보를 포함하며, (8ViViViVi) 군의 수는 3개를 초과할 수 없다.

       주 : 

       (a) ViViViVi 값의 물리량은 개개의 부이마다 다르다.

       (b) 기상자료로만 이용할 경우에는 이 군의 해설은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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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 20-VIII RADOB 레이더 기상관측 전보식

전문 형식

    A부 M iM iM jM j YYGGg








IIiii또는
LaLaLa Q cLoLoLoLo









RwLaLaLa Q cLoLoLoLo ACSCWCaCrt tedsds fs fs
D D

    B부

   제1절 M iM iM jM j YYGGg








IIiii또는
LaLaLa Q cLoLoLoLo









NeNeWRHeIe           NeNeWRHeIe
 NeNeaeDefe      NeNeaeDefe

   제2절 51515 지역별로 정하는 숫자군

   제3절 61616 국가별로 정하는 숫자군

D . . . . D

  주 : 

(1) FM 20 RADOB은 레이더 기상관측 보고에 사용한다.

(2) 육상관측소 RADOB 보고는 MiMi=FF, 해상관측소 RADOB 보고는 MiMi=GG로 식별한다.

(3) 전문 형식은 다음 2개부로 분리한다.

부     MjMj       전보 내용

A      AA     열대 저기압의 정보

B      BB     현저한 에코의 정보   

각 부는 별개의 전문으로 송신할 수 있다.

(4) B부는 다음과 같이 3개 절로 구성된다.  

절 번호 식별 숫자군 내    용

1 -   식별 및 위치자료, 현저한 에코의 정보

2 51515   지역별로 정하는 숫자군

3 61616   국가별로 정하는 숫자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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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작성 규정

20.1 개요

20.1.1  RADOB는 전보문에 포함하지 않는다.

20.1.2  해상관측소의 RADOB 전문을 보고할 경우에만 D‥‥D (호출부호)를 보고한다.

20.2 A부

20.2.1  A부는 관측된 에코 패턴이 열대 저기압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될 때 보고한다.

20.2.2  4RwLaLaLa   QcLoLoLoLo 군

     열대 저기압의 중심 또는 눈의 위치는 4RwLaLaLa QcLoLoLoLo 군으로 보고한다.

20.2.3  ACSCWCaCrt 군  

20.2.3.1 열대 저기압의 눈 크기, 발달 및 중심의 상대적 위치 특성은 ACSCWCaCrt 군으로 

보고한다.

20.2.3.2 눈의 위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레이더 스코프에서 가장 외측의 나선형 

에코가 판별될 수 있더라도 rt는 “/”로 보고한다.

20.2.4  tedsdsfsfs 군

20.2.4.1 열대 저기압의 중심이나 눈의 이동정보는 tedsdsfsfs 군으로 보고한다.

20.2.4.2 열대 저기압의 중심이나 눈의 이동정보가 명확하지 않을때 tedsdsfsfs 군은 사선

(/////)으로 보고한다.  

20.3 B부

20.3.1  B부에서 일련의 NeNeWRHeIe 군은 현상과/또는 구름의 위치, 특성을 보고하는데 

사용된다. NeNeWRHeIe 군은 60×60 ㎞ 단위격자 면적 내 레이더 스코프에 나타난 

에코의 공간 분포를 완전히 설명하는데 필요한 만큼 반복할 수 있다. 

20.3.2  NeNeWRHeIe 군

20.3.2.1 위치에 관련되는 특성, 현상과/ 또는 구름형태, 에코고도 및 에코강도에 관한 

특성은 NeNeWRHeIe 군으로 보고한다.    

20.3.2.2 NeNeWRHeIe 군은 단위격자 면적(60×60 ㎞)의 일련번호인 NeNe가 증가하는 

순서로 보고한다.

20.3.2.3 하나의 60×60 ㎞ 격자 면적 내에 여러 개의 기상현상이 관측되면 그 중 가장 위험한 현상

은 WR에, 가장 높은 에코의 고도는 He에, 그리고 가장 강한 에코의 강도는 Ie로 보고한다.

20.3.2.4 운형자료는 60×60 km 단위격자 면적 내에 기상현상이 관측되지 않는 경우에만 

WR에 보고한다.

20.3.2.5 강수현상이 없는 층상운에 관한 자료는 그 양이 60×60 km 단위격자 면적의 

1/4 정도 차지하면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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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6 대류운 자료는 60×60 km 단위격자 면적 경계 내에 있는 중심부 크기에 관계

없이 보고한다.

20.3.2.7 60×60 km 단위격자 면적 내에서 대류운과 층상운이 함께 관측되면 대류운에 

관한 사항만 보고한다.

20.3.2.8 구름 에코가 보고될 경우 강도 Ie 는 사선(/)으로 보고한다.

20.3.3  NeNeaeDefe 군

20.3.3.1 에코 형태의 변화와 이동에 관한 특성은 식별군인 /555/ 다음에 NeNeaeDefe 

군으로 보고한다

20.3.3.2 NeNeaeDefe 군은 3개 이하의 에코에 관한 급격한 변화 특성을 보고하는데 

이용된다. 식별군 /555/는 반복 사용하지 않는다.

20.3.3.3 NeNe는 관측자가 에코 패턴의 이동 방향인 De를 특징짓는 속도 벡터의 원점을 

표시한 60×60 km 단위격자 번호를 보고하는데 이용된다. 에코 패턴 변화경향 

ae가 추정되는 경우 NeNe에 에코가 덮고 있는 임의 단위격자 번호를 보고한다. 

20.3.3.4 에코 패턴의 변화경향 ae는 약 1시간 동안(30분 이상 90분 이내)에 걸쳐 추정

되어야 한다. 에코의 면적이 90분 이내의 시간 동안 25% 이상 변할 경우에 

증가 또는 감소로 간주한다.

20.3.3.5 에코의 변화와 이동에 관한 자료가 없으면 /555/ 군과 NeNeaeDefe 군은 보고

하지 않는다.

20.3.3.6 에코 패턴을 구성하고 있는 개개 에코의 이동은 보고하지 않는다.

20.3.4  관측장비 작동 중지, 이상전파, 에코 없음에 대한 보고.

      계기의 작동이 중지되거나 이상 전파현상 또는 스코프에 에코가 없을 경우에 

NeNeWRHeIe 군, /555/ 군 및 NeNeaeDefe 군은 다음 중 하나의 적절한 전문군으로 

대치한다.

      0/0/0 - 레이더 작동 중지, 또는

      0//// - 이상 전파, 또는

      00000 - 레이더 스코프에 에코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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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 22-IX RADREP 방사능 자료 전보식(일상/사고발생 시 감시) 

전문 형식

   제0절   RADREP









IIiii또는
D   D 

Abwnbnbnb

YrY rGrGra LaLaLaLaA LoLoLoLoLoB hrhrhrhrih

   제1절   AA MMJJJ YaYaGaGagaga LaLaLaLaA LoLoLoLoLoB

     AaBTRcRcRcRc AcAeEcEsEe RePaDpaDpaDpaDpa










hahahaha또는
hehehehe











     dtadtadtaftafta dtwdtwdtwftwftw qqqaa
   제2절    YsYsGsGsgsgs YeYeGeGegege nnnIS XXXsnaa XXXsnaa
   제3절    GGggiw ddf ff nnnIS XXXsnaa
   제4절    GGggiw Nddff f f f snTT snTdTdTd PPPP

RRRtR  wwW  dadadcdc

   제5절    TTGGgg AaBTRcRcRcRc AcAeEcEsEe RePaDPaDPaDPaDPa      

  











hahahaha또는
hehehehe

dtadtadtaftafta dtwdtwdtwftwftw qqqaa RpIn

   제6절    YsYsGsGsgsgs YeYeGeGegege nnnIS XXXsnaa XXXsnaa
   제6절    TTGGgg Nddf f f f f snTTT RRRtR  ww

주 : 

(1) RADREP는 일상 또는 사고 발생 시 감시된 방사능 자료를 보고하기 위한 전보식 명칭이다. 

RADREP 전문은 추가된 경향예보를 포함할 수 있다.

(2) RADREP 전문이나 RADREP 편집 전문군은 RADREP란 문자로 식별된다.

(3) 제0절 관련군, 즉 처음 3개군 및 제2절 6XXXsnaa 군은 항상 지상관측소의 방사능 자료 

전문에 포함된다. 제1절은 사고 통보에 관한 자료 보고시에만 포함된다.

(4) 제 0절 의  관 련 군 , 즉  처 음  2개  군  및  제 3절 의  6XXXsnaa 군 은  항 상  비 행 기  탑 재 

관 측 소 의  방사능 자료 전문에 포함된다. 

(5) 전문 형식은 8개 절로 구분된다.

     *   고정 육상관측소에만 해당

     **  해상 또는 이동 육상관측소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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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번호 식별 숫자군 내    용

0 -

식별 및 위치자료(선박 호출부호, 부이 식별번호,

보고일자 및 시각, 위치 및 고도<해발고도/지상고도>) 

전보형식 및 보고된 방사능 단위.

1 111AA

사고 통보에 관한 자료 : 활동이나 설비, 사고일자 및 시각, 사고위치, 

적절한 조기 통보협약 조항, 방출형태 및 구성 분석, 사고발생 및 전개상황, 

방출특성, 상태 및 전개, 가능한 신체 영향, 임의 반경 내에 취해진 보호 

조치, 실제 또는 효율적인 방출고도, 대기 또는 물의 주요 이동경로 및 

수자원 유출. 

2 222
감시(동위원소 질량 및 명칭과 관련될 때) 시작 및 종결의 일자와 시각 자료, 

관측된 방사능 양, 지상 관측소의 침전수 밀도 및 지표 조사선량.

3 333
감시시간, 풍속단위, 고층풍(동위원소 질량 및 명칭과 관련될 때) 및 항공기 

탑재 기상관측에서 관측된 방사능 양에 관한 자료.

4 444
기상상태의 관측시각, 풍속단위, 총운량, 지상풍, 기온, 이슬점온도, 관측소 

기압, 강수량 및 강수지속시간, 일기 및 지상 풍향변화에 관한 자료.

5 555

향후 6시간 이내 사고의 예상경향에 관한 자료 : 예상변화 시간과 기간, 조기 

통보 협약조항, 방출형태 및 성분, 사고의 원인 및 전개, 가능한 인체영향, 

취해진 보호조치와 반경, 실제 효율적인 방출고도, 대기/또는 수중에 있어 주요 

수송, 수자원체로의 유출, 방사능 물질이 강수/또는 바람변화와 만날 가능성. 

6 666

향후 6시간 이후 방사능 양의 경향예보에 관한 자료 : 일자와 시간(동위원소 

질량 및 명칭과 관련될 때), 예상되는 방사능 양, 지상에서 예상되는 조사선량 

및 침전물 밀도

7 777
향후 6시간 이후 지상기상상태의 예보경향에 관한 자료 : 예상되는 변화시간과 

기간, 총운량, 지상바람, 기온, 강수량과 강수 지속시간, 일기

전문 작성 규정 

22.1 개요

22.1.1  RADREP는 각각의 RADREP 전문의 첫머리에 포함되어야 한다. 두 개 이상의 

RADREP 전문을 구성하는 편집 전보군의 경우에는 RADREP는 전문군 본문의 

첫 줄에 포함하고, 식별, 날짜, 보고시간, 전문 형식, 위치군이 모든 전문에 포함 한다.  

주 : 규정 12.1.7항 참조

22.1.2

     

IIiii* 또는
YrYrGrGrGa5 LaLaLaLaA LoLoLoLoLoB hrhrhrhrih 군D....D** 또는

A1Bwnbnbnb

       주 : 규정 18.2.3항의 주 (1), (2), (3) 참조

       고정 육상관측소의 식별과 위치는 IIiii 군으로 보고한다.

       해상 또는 이동 육상관측소의 경우에는 D.....D나 A1bwnbnbnb 군으로 나타낸다. 고정 또는 

이동 육상관측소, 해상관측소 또는 항공기 탑재 관측소의 위치 또는 고도(해발고도/지상고도)

는 LaLaLaLaA  LoLoLoLoLoB hrhrhrhrih 군으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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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  절의 사용

22.1.3.1 사고 통보 전문은 제0절, 제1절을 항상 포함한다.  환경 방사능 감시결과 또는 

기상감시 결과를 포함할 경우에는 제2절 또는 제4절이 각각 포함되어야 한다. 

22.1.3.2 일상적이거나 사고가 발생한 지역 지상관측소의 환경방사능 자료 감시 결과 

전문은 적어도 제0절과 제2절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전문에 추가로 기상

감시 자료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4절이 포함되어야 한다. 

22.1.3.3 주요 수송경로(장소, 기간으로 한정)를 따른 대기 중 감마(gamma) 조사량의 

방사능 자료 관찰 결과 전문에는 제2절의 222 YsYsGsGsgsgs YeYeGeGegege 

6XXXsnaa 군을 포함해야 한다.

22.1.3.4 대기 농도(총 베타량을 포함한 동위원소로 명명) 방사능 자료 관찰 결과에 관한 

전문에는 제2절의 222 YsYsGsGsgsgs YeYeGeGegege 5nnnIS 6XXXsnaa 군을 

포함해야 한다. 

22.1.3.5 강수의 농도(동위원소로 명명) 방사능 자료 관찰 결과 전문에는 제2절의 222 

YsYsGsGsgsgs YeYeGeGegege 5nnnIS 6XXXsnaa 군과 제4절의 444 6RRRtR 군이 

포함되어야 한다. 

22.1.3.6 관련 예보자료가 입수되면 향후 6시간 동안 예상되는 방사능/기상상태 변화를 

나타내기 위하여 제5절, 6절 또는 7절이 사고 통보 전문이나 환경방사능 자료 

감시 전문에 적절히 추가되어야 한다.

22.2 제1절 - 사고통보 자료

22.2.1  111AA 그룹

      이 군은 사고통보전문에 반드시 포함한다. AA는 부호표 0177(사건에 관련된 활동 

및 설비)에 따라 작성한다. 

22.2.2  MMJJJ  YaYaGaGagaga La
1
 La

1
 La

1
 La

1A  Lo
1Lo

1Lo
1Lo

1Lo
1B 군 

이 군은 사고 통보 전문에 사고의 날짜, 시간, 장소 : 즉 년, 월, 일자, UTC 시간과 

분, 도와 분으로 나타난 위도와 경도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포함한다.

22.2.3  4AaBTRcRcRcRc 군 

이 군은 사고통보전문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Aa는 부호표 0131(사고 조기 통보 - 적절한 조항)에 따라 작성된다.

BT는 부호표 0324(유출 형태)에 따라 부호화 한다.

RcRcRcRc의 각 Rc는 부호표 3533(유출의 성분) 즉 심각한 정도에 따라 4개 

까지의 조합형으로 보고한다. 만일 4개 미만일 경우에는 ′/′로 채워져야 한다.

22.2.4  5AcAeEcEsEe 군 

      이 군은 사고통보전문에 반드시 포함한다.

      Ac는 부호표 0133(사고 원인)에 따라,

      Ae는 부호표 0135(사고 상황)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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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는 부호표 0933(유출 특성)에 따라,

      Es는 부호표 0943(유출의 현재 또는 예상량)에 따라,

      Ee는 부호표 0935(시간에 따른 유출 반응)에 따라 부호화 한다.

22.2.5  6RePaDpaDpaDpaDpa 군 

      이 군은 사고통보전문에 반드시 포함한다.

      Re는 부호표 3535 (신체에 영향을 주는 유독성 화학물질의 가능성)에 따라,

      Pa는 부호표 3131(경계역 근처의 대책)에 따라 부호화 한다.

      주 : 만일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있을 경우에는 이 군은 필요한 만큼 반복할 수 있다.

22.2.6   







hahahaha 또는
hehehehe 









  

8dtadtadtaftafta 군

      만일 유출이 지표면에서의 유출이 아니더라도 관련 자료가 입수될 경우에는 

이 군은 실제 유출고도 또는 효과적 유출고도(m), 대기 중의 주요 수송방향(북으

로부터 각도), 주요 수송속도(m/s)를 사고통보전문에 포함시켜야 한다.

22.2.7  (9dtwdtwdtwftwftw) (0qqq0aa) 군 

      만일 수중으로의 유출 관련 자료가 입수되면, 이 군은 수중 수송방향(북쪽으로부터의 

각도), 속도(m/s), 수자원체로 유출량(m3/s)이 사고통보전문에 제대로 포함되어야 한다.

22.3 제2절 - 지상관측소의 방사능 감시 자료

22.3.1  222 YsYsGsGsgsgs YeYeGeGegege 군 

      이 군은 감시 개시시간과 유출시간을 날짜, UTC 시간과 분을 나타내며 방사능 

감시결과 자료 또는 사고 전문에 항상 포함한다.

22.3.2  (5nnnIS) 군

22.3.2.1 5nnnIS 군은 대기중 베타(beta)의 총량을 포함한 동위원소의 공기농도 또는 

동위원소 질량과 원소명 제공을 위해 포함한다. 

        주 : (1) 이 군은 만일 2개 이상의 동위원소가 포함될 경우에는 필요한 만큼 반복될 수 있다.

            (2) 규정 22.1.3.5항 참조

22.3.2.2 5nnnIS 군은 지정된 장소와 시간 동안 주요 수송경로에 따라 대기중에서 측정한 

감마(gamma) 조사량의 방사능 자료 감시 결과로 전문에서는 생략한다. 

22.3.3  6XXXsnaa 군

      이 군은 방사능 감시 결과 전문 또는 사고 전문에 3자리 수의 가장 중요한 방사

능의 양 또는 유출량의 예측값을 포함하며, 그 뒤에 공백 없이 지수의 부호(Sn)

와 10진수 지수값(aa)을 포함한다. 전문 형식과 보고된 방사능 양의 단위는 제0절 

YrYrGrGra5 군의 a5에 표시한다.

      주 : 규정 22.3.2.1항의 주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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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4 (7XXXsnaa) 군

     만일 관련자료가 있을 경우 이 군은 감마 복사량 또는 지표면에서의 침전물 밀도

(총 베타 활성도)를 제공하도록 방사능 자료 감시 결과를 전문에 포함시켜야 한다.

22.4 제3절 - 항공기 탑재 기상관측으로부터의 방사능 감시자료

22.4.1 제3절의 군은 국가별 결정에 따라 지정된다.

22.4.2 제3절은 항상 제0절의 뒤에 따른다.

22.4.3 (5nnnIS) 군

    이 군은 뒤따르는 6XXXsnaa(동위원소의 방사량) 군에서 명명된 동위원소의 대기중 

농도를 방사능 자료 감시결과에 포함한다. 

    주 : 규정 22.3.2.1항 참조 

22.4.4 6XXXsnaa 군

    규정 22.3.3항 참조 

22.5 제4절 - 기상 감시자료

22.5.1 만일 기상자료가 입수되면 이 절의 관련군은 방사능 자료 전문에 포함한다,

    주 : 규정 22.1.3.5항 참조 

22.5.2  (6RRRtR) 군

22.5.2.1 강수가 보고 기간 동안 발생하지 않았을 때 RRR은 000으로 보고한다.

22.5.2.2 보고 기간 동안 강수가 있었으나 강수량이 측정되지 않으면 RRR은 사선(///)

로 보고한다.

22.5.3  (80000  0dadadcdc) 군

       만일 관련 자료가 있으면 이 군은 Nddff 군 또는 Nddff 00fff 군에 추가하여 

포함하며 이 경우 풍향의 변화를 알려주어야 한다.

       주 : 변화 및 평균풍향은 관측 직전 10분 동안 측정된 것이다.

22.6 제5절 - 시간에 따른 사고 상황

22.6.1  TTGGgg 군

      시간군 GGgg 바로 앞에 공백 없이 붙이는 문자 지시부 TT=FM(부터) 또는 AT

(현재)는 예보변화의 시작(FM), 또는 특정 예보상태가 예측되는 시간(AT)을 나타

내기 위해 적절히 사용한다.

22.6.2  122RpIn 군

      이 군은 풀륨 사고가 발생한 상태에서 강수에 직면할 확률과 풍향/풍속의 변화에 

직면할 확률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한다.

      Rp는 부호표 3548, In은 부호표 1743에 따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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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 32-XI PILOT 육상 고정관측소의 고층풍관측 전보식

FM 33-XI PILOT SHIP 해상관측소의 고층풍관측 전보식

FM 34-XI PILOT MOBIL 이동식 육상관측소의 고층풍관측 전보식

전문 형식

  A부

  제1절     MiMiMjMj D････D  YYGGa











IIiii또는
LaLaLa

QcLoLoLoLo MMMULaULo hhhhim

  제2절     

nPP또는
nPP










ddf ff ddff f ･････ 등

    

PmPmPm또는
PmPmPm










dmdm fm fm fm vbvbvava

  제3절     

HmHmHmHm또는
HmHmHmHm










dmdm fm fm fm vbvbvava

    또는


  제5절     


･････










     지역별로 정하는 숫자군

  제6절     


･････










     국가별로 정하는 숫자군

  B부

  제1절     MiMiMjMj D   D  YYGGa











IIiii또는
LaLaLa

QcLoLoLoLo MMMULaULo hhhhim

*     FM 32에서만 사용

**    FM 33과 34에서만 사용

***   FM 34에서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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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절     
또는









tnuuu ddf ff ddff f ddf f f

     .･････ ･････ ･････ ･････

     
또는









tnuuu ddf ff ddff f ddf f f

     또는
 nnPoPoPo ddfffnnPPP ddfff･････ ･････nnnnPnPnPn dndn fn fn fn

   제5절     


･････











지역별로 정하는 숫자군

   제6절     


･････











국가별로 정하는 숫자군

   c부

   제1절     MiMiMjMj D････D  YYGGa











IIiii또는
LaLaLa

QcLoLoLoLo MMMULaULo hhhhim

   제2절     

nPP또는
nPP










ddff f ddf f f      등

   제3절     

PmPmPm또는
PmPmPm










dmdm fm fm fm vbvbvava

     또는

     

HmHmHmHm또는
HmHmHmHm










dmdm fm fm fm vbvbvava

     또는


   제5절     



   










     지역별로 정하는 숫자군

   제6절     



   










     국가별로 정하는 숫자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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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M 32에서만 사용

**    FM 33과 34에서만 사용

***   FM 34에서만 사용

   D부

   제1절     MiMiMjMj D････D  YYGGa











IIiii또는
LaLaLa

QcLoLoLoLo MMMULaULo hhhhim

   제2절     


또는또는












tnuuu ddf ff ddff f ddf f f

     .･････ ･････ ･････ ･････

     


또는또는












tnuuu ddf ff ddff f ddf f f

     또는
 nnPPP ddfff･････ ･････nnnnPnPnPn dndn fn fn fn

   제5절     


･････










     지역별로 정하는 숫자군

   제6절     


･････










     국가별로 정하는 숫자군

주 :

(1) PILOT는 육상 고정관측소,  PILOT SHIP는 해상관측소, PILOT BOBIL은 이동식 육상관측

소의 고층풍 관측보고 전보식 명칭이다.

(2) PILOT는 MiMi=PP, PILOT SHIP는 MiMi=QQ, PILOT BOBIL은 MiMi=EE로 구별한다.

(3) 전문 형식은 다음과 같은 4개 부로 나누어져 있다.

부의 명칭 지시문자(MiMi) 등압면 자료

A

B









AA
BB









100 hPa 까지

C

D









CC
DD









100 hPa 초과

         위의 각 부는 부별로 개별적으로 송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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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문 형식은 다음과 같은 몇 개의 절로 구성된다.

절 번호
지시부 숫자 또는

식별 숫자군
내      용

1 - 전문 종류 표시와 위치 자료

2 44 또는 55 표준등압면 자료

3 6, 7, 66 또는 77
해발고도를 기압단위 또는 10 gpm 단위로 표시한 

최대풍 자료와 연직 바람시어 자료

4
8, 9(또는1) 

또는 21212

고도를 지오포텐셜 m 또는 기압단위로 표시한 지역 

지정고도 또는 특이고도 자료

5


























지역별로 정하는 숫자군

전문표시부 55555는 제5절의 A부와 C부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6


























국가별로 정하는 숫자군

전문표시부 66666은 제6절의 A부와 C부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전문 작성 규정 

32.1 개요

32.1.1  전보식 PILOT, PILOT SHIP 또는 PILOT MOBIL 명칭은 관측보고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32.1.2  PART A와 B는 100 hPa 면까지의 해당 관측자료 만을 포함시킨다. 

32.1.3  PART C와 D는 100 hPa 면을 초과하는 해당 관측자료만을 포함한다. 

32.1.4  100 hPa면까지 자료를 보고하는 PART A와 B의 전문 해설내용과 100 hPa 

초과의 자료를 보고하는 PART C와 D의 전문 해설내용은 상호 모순되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면, 100 hPa 면 이하의 어떤 자료가 PART A 또는 B 어느 곳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을 때는 PART C와 D에도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예에서 

본 바와 같이 대응되는 어느 한쪽 자료에 포함되지 않는 자료를 송신하고자 

할 때는 수정전문 보고 형태를 갖추어 별도로 송신한다. 

32.2 PART A와 PART C

32.2.1  제1절 - 전문 종류 표시와 위치 자료

      해상관측소 또는 이동식 육상관측소의 식별부호는 D....D 군으로 표시한다.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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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위치는 고정관측소인 경우에는 IIiii로, 해상관측소 또는 이동식 육상관측소인 

경우에는 99LaLaLa  QcLoLoLoLo MMMULaULo로 표시한다.   

이 외에도 이동식 육상관측소인 경우에는 관측소 고도(고도 측정단위 포함)와 관측소 

고도 측정 정확도를 표시하기 위하여 hohohohoim 군을 추가로 포함시켜야 한다.

32.2.2  제2절 - 표준등압면

32.2.2.1 PART A의 제2절에는 표준등압면 850, 700, 400, 300, 250, 200, 150과 

100 hPa의 자료가, PART C의 제2절에는 표준등압면 70, 50, 30, 20과 10 

hPa의 자료가 고도가 높아지는 순서에 따라 들어간다.

32.2.2.2 표준등압면 기압 측정값이 없으면 표준등압면 고도에 가까운 지오포텐셜 고도

값을 사용하여 바람자료를 보고한다. RA Ⅱ에서는 다음과 같이 권장하고 있다.

           

표준등압면 (hPa) 해발고도 (m) 표준등압면 (hPa) 해발고도 (m)

850 1,500 150 14,100

700 3,100 100 16,600

500 5,800 70 18,500

400 7,600 50 20,500

300 9,500 30 24,000

250 10,600 20 26,500

200 12,300 10 31,000

32.2.2.3 관측이 이루어진 모든 표준등압면 자료는 관측보고 제2절에 숫자 자료군 또는 

사선(/////)군을 사용하여 보고한다.

32.2.2.4 바람을 보고할 때 기압 측정기구를 사용하여 표준등압면 고도를 결정했으면 

지시부 숫자 44를 사용한다. 그러나 표준등압면 고도 근사값으로 구했을 때는 

지시부 숫자 55를 사용한다. 라디오존데 상승 도중에 기압을 더이상 측정하지 

못했을 때는 나머지 표준등압면 보고에는 지시부 숫자 44 대신 55를 사용한다.

32.2.2.5 관측보고의 44nP1P1 또는 55nP1P1 군 다음의 바람군은 최대 3개까지만 들어갈 수 

있다. 따라서 그 다음 고도 바람군은 필요한 만큼의 숫자군을 사용하여 보고한다. 

32.2.3  제3절 - 최대풍 고도와 연직 바람시어

32.2.3.1 최대풍 고도는 다음 기준에 따라 결정하여 부호화 한다.

(a) 최대풍 고도 관련 권고 방법이나 이와 유사한 국내방법(규정32.3.1항 주 

참조)으로 구한 풍속의 특이고도 일람표 상에서 결정하고 단순히 풍속 

곡선상의 최대풍 고도로 결정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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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최대풍 고도는 500 hPa 등압면 고도보다 높아야 하고 풍속은 30 m/s를 

넘어야 한다.

주 : 풍속이 관측된 어느 고도의 풍속이 이 고도의 바로 아래와 밑층 고도의 풍속보다 

강할 때 이 고도를 최대풍 고도로 정의한다. 

32.2.3.2 2개 이상의 최대풍 고도를 관측하였을 때 최대풍 고도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보고한다.

(a) 풍속이 가장 강한 최대풍 고도를 먼저 보고한다.

(b) 그 외의 최대풍 고도는 풍속값의 내림차순에 따라 보고하되, 이 최대풍 고도 

풍속이 2개의 인접한 상하층 최소 풍속값보다 최소 10 m/s 이상 차이가 

날 때만 보고한다.

(c) 최대풍 풍속이 동일한 경우에는 고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순서에 

따라 최대풍 자료를 모두 보고한다.

(d) 이에 추가하여 관측값 중 최고 고도면의 풍속이 다음 기준에 해당될 때는 

이 값도 보고한다.

 (ⅰ) 위의 규정 32.2.3.1 항의 기준에 해당될 때.

 (ⅱ) 모든 관측 중에서 가장 강한 풍속이 관측된 고도면일 때.

32.2.3.3 2개 이상의 최대풍 고도가 관측되면 제3절을 반복 사용하여 각 최대풍 고도 

자료를 모두 보고한다.

32.2.3.4 지시숫자군

32.2.3.4.1 풍속 관측 중에 최대풍을 관측하고 이 고도를 기압측정 기구로 결정했을 때는 

제3절의 첫 번째 군은 지시부 숫자 77을 사용한다.

예 : 77PmPmPm

32.2.3.4 .2 풍속 관측 중에 최대풍을 관측하고 이 고도를 10 m 단위의 표준 지오포텐

셜고도로 나타낼 때는 제3절의 첫 번째 군은 지시부 숫자 7을 사용한다.

예 : 7HmHmHmHm

32.2.3.4 .3 풍속 관측의 모든 과정 중에서 최대풍속 관측이 종말 전 최고고도에서 관측

되었고 이 고도를 기압측정 기구로 결정하였을 때는 제3절의 첫 번째 군은 

지시부 숫자 66을 사용한다. 

           예 : 66PmPmPm

32.2.3.4 .4 풍속 관측의 모든 과정 중에서 최대풍속이 관측종말 전 최고고도에서 관측

되었고 이 고도를 10 m 단위의 표준 지오포텐셜고도로 나타낼 때는 제3절의 

첫 번째 군은 지시부 숫자 6을 사용한다. 예 : 6HmHmHmHm

32.2.3.4 .5 최대풍을 관측하지 못했거나 최대풍을 보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대풍 절을 

사용하는 대신 77999 군을 보고한다. (예 : 제3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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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3.5 (4v bv bv av a) 군

4vbvbvava 군은 연직 바람시어를 계산하여 전문에 포함시키도록 규정된 경우에

만 보고한다. RA Ⅱ는 이 군의 결정은 국가별 결정에 따르나 가능한 PILOT 

전문에 포함시키기를 권장한다. 

32.2.4  제5절 - 지역군

제5절의 각 군의 포함은 지역별 결정에 따른다. 

32.2.5  제6절 - 추가군

제6절의 각 군의 포함은 국가별 결정에 따른다. 

32.3 PART B와 PART D

32.3.1  제4절 - 지역 지정고도/특이고도

32.3.1.1 특이고도

관측전문으로 보고한 특이고도 자료만으로도 실제 이용할 정도로 충분한 정확

성을 갖는 바람의 연직단면 분포를 재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특이고도를 선정

할 때는 다음 주의사항을 준수하여 결정한다.

(a) 풍향과 풍속곡선(기압 또는 고도의 대수함수 곡선)은 이 값의 현저한 특징

을 모두 나타내야 한다.

(b) 이 곡선의 풍향은 최소한 10°, 풍속은 5 m/s의 정확성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c) 특이고도의 갯수는 꼭 필요한 최소한도의 갯수로 줄인다.

주 : 위의 기준에 맞는 특이고도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연속 근사법 사용을 

권고한다. 그러나 같은 결과를 얻는 더 좋은 다른 방법이 있으면 사용할 수 있다.

① 지표면 고도와 관측종말 최고고도를 각각 첫 번째와 마지막 특이고도로 결정한다. 

두 고도간의 선형 내삽값 편차를 검토하여 풍향 편차 10° 이상, 풍속 편차 5 m/s 

이하이면 더 이상 특이고도를 보고하지 않는다. 그러나 풍향이나 풍속 중에서 어느 한 

변수값이 앞 32.3.1.1항 (2)의 규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차이가 나면 가장 차이가 

큰 고도가 추가 특이고도가 되고 이 때는 두 변수값을 모두 보고한다.

② 위와 같이 추가 특이고도가 결정되면 관측 연직단면은 2개 층으로 나뉘어진다. 각각 

나뉘어진 층마다의 밑면과 정상까지 두 고도간 선형내삽값 편차를 검토하고, 그 다음 

앞 ①항에서 사용한 방법을 반복하여 기타 특이고도를 구한다. 이 추가 특이고도는 

층의 연직분포를 재구성하며, 어느 면이 위에 언급된 기준값에 근사할 때까지 이 방법을 

사용한다. PILOT 전문값은  다음과 같은 두 개의 다른 분해능을 나타낸다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a) 특이고도의 바람은 풍향은 5°, 풍속은 1 m/s의 분해능을 가질 수 있다. 

 (b) 두 특이고도 사이에 있는 내삽고도의 바람은 대체로 풍향은 ±10°, 풍속은 ±5 

m/s의 분해능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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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1.2 지정고도

32.3.1.2.1 제4절에서 보고하는 지정고도는 지역결정으로 정한다.

RA Ⅱ에서는 가능하면 최소한 다음 고도값을 포함하도록 한다.

300, 600, 900, 2100, 3600, 4500, 6000 m

32.3.1.2 .2 제4절에서 관측된 지정고도와 특이고도의 자료군은 고도가 낮은 쪽부터 

높은 쪽으로 순차적으로 부호화한다.

32.3.1.3 지시숫자군

32.3.1.3.1 지역 지정고도 또는 특이고도 자료를 300 m 고도 단위로 보고하는 경우에

는 제4절의 29,700 m까지 자료에 지시부 숫자 9를 사용한다. 그러나 

30,000  m부터는 tnu1u2u3에 30,000 m 이상의 자료가 들어간다는 표시로 

지시부 숫자 1을 사용한다. 

32.3.1.3 .2 지역 지정고도 또는 특이고도 자료를 500 m 고도 단위로 보고하는 경우에는 

제4절의 고도자료에는 지시부 숫자 8을 사용한다. 

32.3.1.3 .3 첫 번째 바람자료가 관측소 고도값인 경우는 첫 번째 항 u1에는 사선(/)을 

긋고 해당값은 tn, u2와 u3 고도값을 보고한다.

32.3.1.4 해발고도

지역 지정고도와 특이고도의 높이는 지오포텐셜 고도 단위 또는 기압 단위로 

보고한다. 전문에는 한 종류의 단위만을 사용하여 보고한다.

32.3.1.5 유실자료

32.3.1.5.1 Part B와 D에서, gpm 단위로 고도값을 사용할 때 자료가 누락된 층은 누락

층의 경계면과 누락층임을 표현하기 위하여 ddfff(/////)군과 경계고도 사이에 

있는 고도값 층을 보고하며 그 층은 적어도 1500 gpm의 두께이어야 한다. 

경계고도는 관측자료가 있는 층의 상부와 하부에 가장 근접한 층이어야 한다. 

경계고도가 특이고도 기준에 부합할 필요는 없다. 경계고도와 누락자료 고도

군은 적절한 해당 번호로 식별된다.

예를 들어, 

9226/     27025   28030

9329/     /////     29035

여기서 28030과 29035는 7800 gpm, 11700 gpm고도의 경계층 바람이며, 

사선군(/////)이 있는 9600 gpm은 자료가 누락된 층을 표시한다. 

32.3.1.5 .2 Part B와 D에서 기압 단위로 고도값을 사용할 때, 자료가 누락된 층은 층의 

경계고도와 누락층임을 표현하기 위하여 사선(/////)으로 보고하는 층을 보고

하며, 그 층은 적어도 50 hPa의 두께이어야 한다. 경계고도는 관측자료가 

있는 층의 상부와 하부에 가장 근접한 층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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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고도가 특이고도 기준에 부합할 필요는 없다. 경계고도와 누락된 자료 

고도군은 적절한 해당 번호로 식별된다.

예를 들어, 

33P3P3P3 d3d3f3f3f3

44/// /////

55P5P5P5 d5d5f5f5f5

여기서 33 및 55 고도는 경계고도이고, 44는 자료가 누락된 층을 표시한다.

32.3.2  제5절 - 지역자료군 

제5절 지역자료군은 지역회의 규정에 따라 포함시킨다.

32.3.3  제6절 - 국가자료군 

제6절 국가자료군은 각 국가의 국내규정에 따라 포함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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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 35-XI TEMP 육상 고정관측소의 고층기압, 기온, 습도와 바람관측 전보식

FM 36-XI TEMP SHIP 해상관측소의 고층기압, 기온, 습도와 바람관측 전보식

FM 37-XI TEMP DROP 기구 운반기 또는 항공기에서 낙하된 라디오존데에

의한 고층기압, 기온, 습도와 바람관측 전보식

FM 38-XI TEMP MOBIL 이동식 육상관측소의 고층기압, 기온, 습도와 바람

관측 전보식

전문 형식

A부

   제1절     MiMiMjMj D････D  YYGGId










IIiii또는
LaLaLa

QcLoLoLoLo MMMULaULo hhhhim

   제2절     PPP TTTaDD ddfffPPhhh TTTaDD ddfff･････ ･････PnPnhnhnhn TnTnTanDnDn dndn fn fn fn
   제3절     PtPtPt TtTtTatDtDt dtdtftftft또는



   제4절     

PmPmPm또는
PmPmPm또는











dmdm fm fm fm vbvbvava

*      FM 35에서만 사용

**     FM 36과 FM 38에서만 사용

***    FM 36, FM 37과 FM 38에서만 사용

****   FM 38에서만 사용

   제7절  srrarasasa GGgg snTwTwTw

   제9절


･････











지역별로 정하는 숫자군

   제10절


･････











국가별로 정하는 숫자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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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부

   제1절 MiMiMjMj D････D  YYGGa











IIiii또는
LaLaLa

QcLoLoLoLo MMMULaULo hhhhim

   

   제5절 nnPPP TTTaDDnnPPP TTTaDD

         nnnnPnPnPn TnTnTanDnDn

   제6절  nnPPP ddfffnnPPP ddfff･････ ･････nnnnPnPnPn dndn fn fn fn
   제7절  srrarasasa GGgg snTwTwTw

   제8절  NhCLhCMCH

   제9절


･････











지역별로 정하는 숫자군

   제10절


･････











국가별로 정하는 숫자군

  

*      FM 35에서만 사용

**     FM 36과 FM 38에서만 사용

***    FM 36, FM 37과 FM 38에서만 사용

****   FM 38에서만 사용

C부

   제1절 MiMiMjMj D････D  YYGGId










IIiii
LaLaLa

QcLoLoLoLo MMMULaULo hhhhim

   제2절 PPhhh TTTaDD ddfff･････ ･････PnPnhnhnhn TnTnTanDnDn dndn fn fn fn
   제3절 PtPtPt TtTtTatDnDn dtdtftftft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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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절

PmPmPm또는
PmPmPm또는











dmdm fm fm fm vbvbvava 

   제7절  srrarasasa GGgg snTwTwTw

   제9절



   











지역별로 정하는 숫자군

   제10절



   











국가별로 정하는 숫자군

 

D부

   제1절 MiMiMjMj D････D  YYGG











IIiii
LaLaLa QcLoLoLoLo MMMULaULo hhhhim

   제5절 nnPPP TTTaDD･････ ･････nnnnPnPnPn TnTnTanDnDn
   제6절  nnPPP ddfff･････ ･････nnnnPnPnPn dndn fn fn fn
   제7절  srrarasasa GGgg snTwTwTw

*      FM 35에서만 사용

**     FM 36과 FM 38에서만 사용

***    FM 36, FM 37과 FM 38에서만 사용

****   FM 38에서만 사용    

   제9절


･････











지역별로 정하는 숫자군

   제10절


･････











국가별로 정하는 숫자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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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 TEMP는 육상 고정관측소, TEMP SHIP는 해상관측소, TEMP DROP는 기구 운반기 또는 

드롭존데를 탑재한 항공기에서 방출된 라디오존데, TEMP MOBIL은 이동식 육상관측소의 

고층기압, 기온, 습도와 바람관측 보고의 전보식 명칭이다.

(2) TEMP는 MiMi=TT, TEMP SHIP는 MiMi=UU, TEMP DROP는 MiMi=XX, 그리고 TEMP 

MOBIL은 MiMi=II로 구별한다.

(3) 전문 형식은 다음과 같은 4개부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 부는 분리해서 따로 보내지 않는다.

부의 명칭 인식문자(MiMi) 등압면 자료

A

B AABB  100 hPa 까지

C

D CCDD 100 hPa 초과

(4) 전문 형식은 다음과 같은 몇 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다.

절 번호
지시부 숫자 또는

식별 숫자군
내      용

1 - 전문 종류 표시와 위치 자료

2 - 표준등압면 자료

3 88 대류권계면고도 자료

4 66 또는 77 최대풍고도 자료와 연직 바람시어 자료 

5 - 특이고도의 기온 또는 상대습도 자료

6 21212 특이고도의 바람 자료

7 31313 해수면온도와 관측장치

8 41414 구름 자료

9

























지역별로 정하는 숫자군

10

























국가별로 정하는 숫자군

A부와 C부에서 인식군 66666은 제10절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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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작성 규정 

35.1 개요

35.1.1  전보식 TEMP, TEMP SHIP, TEMP DROP 또는 TEMP MOBIL의 명칭 자체는 

관측보고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35.1.2  PART A와 B는 100 hPa 면까지의 관측자료만을 포함시킨다.

35.1.3  PART C와 D는 100 hPa 면을 초과하는 관측자료만을 포함시킨다.

35.1.4  100 hPa 면까지의 자료를 보고하는 PART A와 B의 전문해설 내용과 100 hPa 

초과의 자료를 보고하는 PART C와 D의 전문해설 내용은 상호 모순되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면, 만일 100 hPa 이하의 어떤 자료가 PART A 또는  PART B 

어느 곳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을 때는 PART C 또는 D에도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이 예에서 본 바와 같이, 대응되는 어느 한쪽 자료에 포함되지 않는 자료를 송신

하고자 할 때는 수정 전문보고 형태로 별도 송신한다.

35.1.5  라디오존데를 비양하는 동안 바람자료는 관측하였으나 기압자료를 더 이상 관측

하지 못하였을 때는 기압자료가 없는 바람자료는 TEMP, TEMP SHIP 그리고 

TEMP MOBIL 전문에 넣지 말고 제외시켜야 한다. 

주 : 이와 같은 기압관측자료가 없는 바람자료는 PILOT, PILOT SHIP 또는 PILOT 

MOBIL 전문에 포함시켜 보고할 수 있다.

35.1.6  TEMP, TEMP SHIP 그리고 TEMP MOBIL 전문에는 목측 또는 전자식 방법으로 

라디오존데 상승을 추적하여 구한 바람자료만을 포함시켜야 한다. 라디오존데 상승 

추적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관측한 바람자료는 TEMP, TEMP SHIP 그리고 

TEMP MOBIL에 포함시킬 수 없다.

35.1.7  TEMP DROP 관측보고에는 라디오존데 하강을 전자식 방법으로 추적하여 얻은 

바람자료만을 포함시켜야 한다. 라디오존데 하강 추적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얻은 고층풍 자료는 TEMP DROP 보고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한다.  

35.2 PART A와 PART C

35.2.1  제1절 - 전문 종류 표시와 위치자료

해상관측소 또는 이동식 육상관측소의 호출부호는 D.....D군으로 표시한다. 관측소 

위치는 고정관측소인 경우에는 IIiii로, 해상관측소, 항공기 또는 기구운반기 그리고 

이동식 육상관측소인 경우에는 99LaLaLa QcLoLoLoLo MMMULaULo로 표시한다. 

이외에도 이동식 육상관측소인 경우에는 관측소의 표고(고도 측정단위 포함)와 

관측소 고도 측정의 정확도를 표시하기 위하여 hohohohoim 군을 포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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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2  제2절 - 표준등압면

35.2.2.1 제2절의 지상과 표준등압면 1000, 925, 850, 700, 500, 400, 300, 250, 200, 

150과 100 hPa 자료는 PART A에 들어가고 70, 50, 30, 20, 10 hPa 자료는 

PART C에 들어가되, 고도 순서에 따라 낮은 쪽으로부터 높은 쪽으로 순차적

으로 들어간다.

35.2.2.2 표준등압면의 지오포텐셜고도가 관측소 고도보다 낮을 때는 이 표준등압면의 

기온-습도군은 사선(/////)으로 보고한다. 이 표준등압면의 바람군에 관한 내용

은 부호 Id의 지정숫자를 사용하여 표시한다.

35.2.2.3 모든 표준등압면의 바람자료를 모두 관측하였을 때는 식별 전보식에 따라 

각 표준등압면의 바람자료를 모두 보고한다. 그러나 일부 표준등압면 바람자료를 

관측하지 못하였을 때는 다음 방법에 따라 바람자료를 보고한다.

(a) 한 층 이상의 표준등압면 바람자료를 관측하지 못하였으나 바람자료가 누락

된 표준등압면의 바로 위와 아래 층에 있는 표준등압면 바람자료를 관측하

였을 때는 누락층의 바람자료 즉, 해당 층의 dndnfnfnfn를 사선(/////)으로 

보고한다.

(b) 특정 표준등압면의 바람자료가 누락되고 또한 관측 종말고도까지 연속된 

표준등압면 바람자료를 모두 관측하지 못하였을 때는 바람자료가 누락된 

표준등압면 바람군의 보고를 생략하고 해당 Id 숫자 부호로 나타낸다.

35.2.2.4 표준등압면의 지오포텐셜 고도를 계산하기 위하여 측정 결과를 외삽할 때는 

다음 방법으로 그 값을 구한다.

(a) 다음 조건에 해당될 때만 외삽 계산이 허용된다. 즉, 외삽 기압값이 기압 

간격간 25 hPa를 초과하지 않으면서 측정 최소기압과 외삽값을 계산하고

자 하는 표준등압면의 기압차가 외삽값이 필요한 기압 자체값의 1/4을 

초과하지 않을 때.

(b) 지오포텐셜 고도를 계산할 목적과 오직 이 목적 수행을 하는 경우에만 

T-log P 도표상의 두 점이 이루는 곡선 즉, 탐측 최소 기압값과 앞 (a)항

에서 언급한 최소기압과 기압차를 합한 기압값이 나타내는 2점을 연결한 

곡선상에서 외삽값을 구한다.

35.2.3  제3절 - 대류권계면고도

35.2.3.1 2개 이상의 대류권계면이 관측되었을 때는 제3절을 반복 사용하여 각 대류권

계면 자료를 모두 보고한다.

주 : 대류권계면의 정의는 WMO - No. 182 - 국제기상용어 참조.

35.2.3.2 대류권계면 자료를 관측하지 못하였을 때는 제3절은 88999로 보고한다.

35.2.4  제4절 - 최대풍고도와 연직 바람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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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4.1 2개 이상의 최대풍 고도를 관측하였을 때는 제4절을 반복 사용하여 각 최대풍

고도 자료를 모두 보고한다.

주 : 최대풍고도 결정기준은 PILOT 전문 작성 규정 32.2.3.1과 32.2.3.2항에 기술되어 있다.

35.2.4.2 최대풍고도를 관측하지 못하였을 때는 제4절은 77999로 보고한다.

35.2.4.3 지시부 숫자 77은 최대풍고도가 바람관측 최고고도와 일치하지 않을 때만 

사용한다. 

지시부 숫자 66은 이와 반대되는 경우 즉, 바람관측 최고고도에서 모든 기간 

동안의 최대풍이 관측되었을 때 사용한다. 

주 : 이 규정에서 바람관측 최고고도는 바람자료를 관측할 수 있는 고도 중에서 가장 

높은 고도로 이해하면 된다.

35.2.4.4 (4vbvbvava) 군 

4vbvbvava 군은 연직 바람시어를 계산하여 구하였고 전문에 포함시키도록 

규정된 경우에만 보고한다. 4vbvbvava 군의 포함은 국가별 결정에 따른다. 

그러나 회원국은 가능한 자주 전문에 포함시키기를 바란다.

35.2.5  제7절 - 관측시스템 식별, 라디오존데, 시스템 작동상태, 비양시각, 해수면온도 자료군

제7절은 꼭 보고해야 하는 필수절이다. srrarasasa 군과 8GGgg 군은 모든 TEMP 

전문(TEMP, TEMP SHIP, TEMP DROP, TEMP MOBIL)에 포함한다. TEMP 

SHIP 전문보고에는 9snTwTwTw 군을 포함한다.

35.2.6  제9절 - 지역군

제9절의 포함은 지역 결정에 따른다.

35.2.7  제10절 - 국가군

제10절의 포함은 국가별 결정에 따른다.

35.3 PART B와 PART D 

35.3.1  제5절 - 기온 또는 습도의 특이고도

35.3.1.1 기온 또는 습도의 변화가 지정된 기준에 해당되어 특이고도로 결정하였을 때는 

즉, 어느 고도의 특정점에서 기온과 습도 중 어느 한쪽 변수가 특이고도 기준

에 해당될 때는 이 고도의 두 값(자료가 있을 경우)을 모두 보고한다.

이슬점온도 자료는 물의 포화수증기압과 기온간의 관계 공식(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을 사용하여 구한다(WMO-No. 49 Technical Regulations에 기술되어 있음). 관측 

기온이 WMO가 정한 공식의 적용대상 범위 밖에 있는 기온인 경우에는 이슬점온도 

자료를 보고하지 않는다. 또한 국내 규정으로 더 좁은 범위를 사용할 수도 있다. 

이슬점온도 자료를 보고하는 최고고도는 35.3.1.2항과 35.3.1.3항의 규정에 따라 

선택된 고도가 된다. 관측전문으로 보고한 특이고도 자료만 가지고도 지정 기준 범위 

내에서 기온과 이슬점온도의 연직단면 분포를 재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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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2 다음 경우에는 필수 특이고도 기준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관측보고의 특이고도

군에 포함시켜야 한다.

(a) 지표면, 관측 최고고도 또는 항공기 드롭존데 낙하고도, 낙하 종말고도.

(b) 110과 100 hPa 사이의 고도.

(c) 최소한 20 hPa 이상의 두께를 갖는 역전층과 등온층의 밑면이 300 hPa 

고도 또는 첫 번째 대류권계면고도의 두 값 중 높은 쪽 고도 아래에 위치하고 

있을 때는 이 층의 상하 양단고도.

(d) 기온역전이 최소한 2.5℃가 되거나 상대습도 역전이 최소한 20%의 변화를 

나타낸 역전층의 밑면이 300 hPa 고도 또는 첫 번째 대류권계면고도의 두 값 중 

높은 쪽 고도 아래에 위치하고 있을 때는 이 층의 상하 양단고도.

주 : (c)과 (d)항의 역전층은 중간에 얇은 기온역전 해소층이 사이 사이에 포함됨으

로써 몇 개의 보다 얇은 역전층이 모여서 하나의 역전층을 형성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역전층의 형태를 감안할 때 (c)과 (d)항 모두 역전층 상단고도라 

함은 역전층이 두께에 관계없이 최소한 20 hPa 이상의 두께를 갖는 역전층이 

그 고도 이상에 없을 때의 고도이다.

35.3.1.3 다음 경우에는 추가 특이고도에 포함되어야 하며 기온의 연직단면을 대표할 수 있는 

것에 중점을 두어 순서대로 선정한다. 가능한 이러한 추가 특이고도들은 기온

감율 변화가 현저한 실제 층이 되어야 한다. 

(a) 인접한 두 특이고도 사이의 기온선을 선형내삽하여(T - log P 단열선도 

또는 이와 유사한 단열선도상에서) 구한 기온값과 300 hPa 또는 첫 번째 

대류권계면 이상의 고도 중 낮은 쪽 고도 이하에서 실측한 기온 간에 1℃ 

이상 차이가 나지 않고, 이 고도 이상에서는 2℃ 이상 차이가 나지 않도록 

특이고도를 선정한다.

(b) 인접한 두 특이고도 사이의 상대습도를 선형내삽하여 구한 상대습도값과 

실측 습도값가 15% 이상 차이가 나지 않도록 특이고도를 선정한다(여기서 

15% 기준은 상대습도 자체이며, 관측값에 대한 편차 백분율이 아니다. 

예를 들면 실측값이 50%일 때 내삽한 상대습도값은 35~65% 범위 내의 

값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c) Skew-T-log P 단열선도 이외의 단열선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삽 오차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 특이고도를 선정한다. 첫 번째 대류권계면까지는 

어느 한 특이고도에서의 기압값을 바로 앞에 들어가는 특이고도에서의 

기압값으로 나눌 때 그 값이 0.6을 초과하도록 특이고도를 선정하며, 추가 

특이고도를 선정하고자 할 때는 앞의 기준보다 더욱 제한적인 기준 적용방

법을 사용하여 특이고도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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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4 어느 한 특이고도(기온 또는 상대습도에 의한)와 표준등압면 고도가 일치할 때는 

이 고도자료를 해당 PART A와 PART B에 각각 포함시켜 보고한다(PART C와 

PART D가 해당될 때도 같다).

35.3.1.5 PART B에서는 연속적인 특이고도를 번호순에 따라 00(관측소 고도), 첫 번째 

고도 11, 두 번째 고도 22, ‥ ‥ ․99, 11, 22, ‥ 등  순으로 보고한다. PART 

D에서는 100 hPa 이상의 첫 번째 고도를 11, 두번째 고도 22, ‥ ‥ 99, 11, 

22, ‥ 등  순으로 보고한다. PART B의 n0n0항의 숫자 부호 00은 관측소 고도가 

되므로 관측소 고도 이외의 고도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다.

35.3.1.6 Part B와 D에서 누락 층은 층의 경계고도와 누락되었음을 표현하기 위하여 

사선(/////)으로 보고하는 층을 표시하며, 적어도 20 hPa의 두께이어야 한다. 

경계고도는 관측자료가 있는 층의 상부와 하부에 가장 근접한 층이어야 하며 

특이고도 기준에 부합할 필요는 없다. 

경계고도와 누락된 자료 고도군은 적절한 해당번호 nn으로 식별된다.

예를 들어, 

33P3P3P3 T3T3Ta3D3D3

44/// /////

55P5P5P5 T5T5Ta5D5D5

여기서, 33 및 55 고도는 경계고도이고 44는 자료가 누락된 층을 표시한다.

35.3.2  제6절 - 바람의 특이고도 자료

35.3.2.1 관측전문으로 보고한 특이고도 자료만 가지고도 실제 이용할 정도로 충분한 

정확성을 갖는 바람의 연직단면 분포를 재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주 : 풍속과 풍향변화에 대한 특이고도 결정기준은 전문 작성 규정 32.3.1항에 기술

35.3.2.2 Part B와 D에서 자료가 누락된 층은 층의 경계고도와 누락 층임을 표현하기 

위하여 사선(/////)으로 표시하여 보고하며, 그 층은 적어도 50 hPa의 두께이어야 

한다. 경계고도는 관측자료가 있는 층의 상부와 하부에 가장 근접한 층이어야 

한다. 경계고도가 특이고도 기준에 부합할 필요는 없다. 경계고도와 누락 자료 

고도군은 적절한 해당 번호로 식별된다.

예를 들어, 

33P3P3P3 d3d3f3f3f3

44/// /////

55P5P5P5 d5d5f5f5f5

여기서, 33과 55 고도는 경계고도이고 44는 자료가 누락된 층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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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3 제7절 - 관측시스템 식별, 라디오존데, 시스템 작동상태, 비양시각, 해수면온도 자료군

제7절은 꼭 보고해야 하는 필수 절이다. srrarasasa 군과 8GGgg 군은 모든 TEMP 

전문보고에 필수이다 : TEMP, TEMP SHIP, TEMP DROP, TEMP MOBIL.

TEMP SHIP 전문보고에서는 9snTwTwTw 군 역시 포함한다.

35.3.4  제8절 - 구름자료

35.3.4.1 TEMP, TEMP SHIP와 TEMP MOBIL 전보식에서는 제8절을 사용하여 구름자

료를 보고한다.

Nh, h, CL, CM과 CH는 FM 12 SYNOP의 규정(12.2.1.2, 12.2.7.2 및 12.2.7.3

항)을 적용한다.

35.3.4.2 TEMP DROP 전보식에서는 구름군을 보고하지 않는다.

35.3.5  제9절 - 지역자료군

제9절 지역자료군은 지역협회 규정에 따라 포함시킨다.

35.3.6  제10절 - 국가자료군

      제10절 국가자료군은 각 국가의 국내 규정에 따라 포함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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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 39-VI ROCOB 육상 로켓존데 관측소의 고층기온, 바람과 공기 밀도 관측 전보식

FM 40-VI ROCOB SHIP 선박 로켓존데 관측소의 고층기온, 바람과 공기밀도

관측 전보식

전문 형식

   제1절 MiMiMjMj YYGGg MMJJJ










IIiii또는
LaLaLa QcLoLoLoLo MMMULaULo











aeTeTcTmr rmewewcwmr
   제2절 HHZTTT ddf ff dppppHHZTTT ddf ff dpppp･････ ･････ ･････
   제3절 ZTTT PPhhh ddfff･････ ･････ ･････

ZTTnTn PnPnhnhnhn dndn fn fn fn
ZTTT PPhhh ddfff･････ ･････ ･････
ZTTnTn PnPnhnhnhn dndn fn fn fn
ZTTT PPhhh ddfff･････ ･････ ･････
ZTTnTn PnPnhnhnhn dndn fn fn fn
ZTTT PPhhh ddfff･････ ･････ ･････
ZTTnTn PnPnhnhnhn dndn fn fn fn
ZTTT PPhhh ddfff･････ ･････ ･････
ZTTnTn PnPnhnhnhn dndn fn fn fn
ZTTT PPhhh ddfff･････ ･････ ･････
ZTTnTn PnPnhnhnhn dndn fn fn fn 

*  FM 39에서만 사용    

** FM 40에서만 사용

주 :

(1) ROCOB는 육상 관측소의 로켓존데 관측에 의한 고층(20 ㎞ 이상) 기온, 바람과 공기밀도를 

보고하는 전보식 명칭이다. ROCOB SHIP는 선박의 로켓존데 관측보고 전보식의 명칭이다.

(2) ROCOB 보고는 MiMiMjMj=RRXX, ROCOB SHIP는 MiMiMjMj=SSXX로 명명 식별한다.

(3) 전문 형식은 다음과 같이 3개의 절로 나눈다. 

절 번호 내    용 

1 식별 자료

2 특정고도면 자료

3 등압면 자료(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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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작성 규정

39.1 개요

전보식 명칭 ROCOB 또는 ROCOB SHIP 자체는 보고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39.2 제1절 - 식별 자료

39.2.1  육상 로켓존데 관측소는 그 위치를 IIiii 군으로 나타내고, 선박 로켓존데 관측소의 

위치는 99LaLaLa QcLoLoLoLo MMMULaULo 군으로 표시한다.

39.2.2  제1절은 분리해서 따로 보고하지 않는다.

39.2.3  MMJJJ 군은 YYGGg 군과 함께 로켓이 발사된 년(JJJ), 월(MM), 일(YY)과 시각

(GGg)을 나타내는데 사용한다.

39.3 제2절 - 특정고도면 자료

39.3.1  필수고도

39.3.1.1 자료는 20 ㎞ 고도에서 시작하여 상승 상한까지 연직 5 ㎞ 간격으로 보고한다. 

그리고 입수자료의 최저고도가 20 ㎞를 넘을 경우는 그 자료를 보고한다.

39.3.1.2 만일 자료가 규정 39.3.1.1항의 필수고도 중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 입수되지 

않을 때는 이 고도면의 전문군은 고도 순서대로 결측 요소를 사선(/, //또는 

///)으로 보고한다.

39.3.2  특이고도

39.3.2.1 풍향․풍속 또는 기온의 심한 변화가 있는 필수고도가 아닌 곳의 모든 자료를 

보고해야 한다. 필수 및 특이고도면은 낮은 고도부터 차례로 보고한다. 

39.3.2.2 보고된 특이고도 자료는 연속되는 필수고도 사이의 바람과 기온곡선이 충분한 

정확도를 갖고 재현될 수 있어야 한다.

39.3.2.3 특이 변화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a) 보고할 선정된 2개의 연속 고도면을 선형내삽하여 풍속값이 5 m/s 이상 

차이가 날 때. 

(b) 보고할 선정된 2개의 연속 고도면을 선형내삽하여 풍향이 다음의 값 이상

으로 차이가 날 때. 

60° 이상 - 그 층의 평균풍속이 8~15 m/s의 경우 

30° 이상 - 그 층의 평균풍속이 16~30 m/s의 경우 

20° 이상 - 그 층의 평균풍속이 31 m/s의 경우 

(c) 보고를 위해 선정된 2개의 연속 고도면을 선형내삽하여 3℃의 기온변화가 

있을 때

주 : 이들의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다음의 근사방법이 권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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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개의 연속된 필수 고도면 사이 5 ㎞ 층의 밑면과 윗면은 그 층 특이고도면을 결정

하는 기본선이 된다. 바람과 기온의 유의변화 기준이 초과되지 않으면 특이면을 

보고할 필요는 없다. 요소의 1개가 규정 39.3.2.3항에서 기술한 기준을 넘는 편차가 

있을 경우는 최대 편차 면이 특이면이 되고 그 면의 3요소 전체 자료를 보고한다.

(2) 삽입된 추가 특이면은 몇 개의 층으로 분리된다. 각 층에서 상단과 하단 사이를 

선형내삽한 값으로부터 편차를 고려하여 위 ①의 과정을 반복하여 다른 특이고도를 

산출한다. 산출된 특이고도와 이 산출방법은 어떤 층이 구체적인 기준값에 근접할 

때까지 반복 사용된다.

39.3.3  ddfff 군

풍향․풍속으로 결정한 층후는 필수고도와 특이고도 모두 2 ㎞가 된다. 예를 들면, 

아래쪽 1 ㎞에서 왼쪽 1 ㎞까지의 고도가 보고된다.

39.3.4  (9dpp1p1p1) 군

 9dpp1p1p1 군은 자료입수가 가능할 때만 포함된다. 두께 3 km를 넘는 층의 

기온자료가 빠진다면 9dpp1p1p1 군은 생략한다.

39.4 제3절 - 등압면

39.4.1  제3절은 70, 50, 30, 20, 10, 7, 5, 3, 2, 1, 7.10-1, 5.10-1, 4.10-1, 3.10-1, 

2.10-1, 1.10-1, 7.10-2, 5.10-2, 3.10-2, 2.10-2, 1.10-2, 7.10-3, 5.10-3, 3.10-3, 

2.10-3, 1.10-3, 7.10-4, 5.10-4, 3.10-4, 2.10-4, 1.10-4, 7.10-5, 5.10-5, 3.10-5, 

2.10-5 및 1.10-5 hPa 면의 자료가 입수 가능할 때만 포함된다.

39.4.2  제3절에 있어서 지시숫자 11, 22, 33, 44, 55 및 66은 다음과 같이 PP와 hhh의 

값을 서술한다.

11 P1P1,P2P2, …PnPn ― 1 hPa 단위

h1h1h1,h2h2h2, …hnhnhn ― 100 gpm 단위

22 P1P1,P2P2, …PnPn ― 1/10 hPa 단위

h1h1h1,h2h2h2, …hnhnhn ― 100 gpm 단위

33 P1P1,P2P2, …PnPn ― 1/100 hPa 단위

h1h1h1,h2h2h2, …hnhnhn ― 100 gpm 단위

44 P1P1,P2P2, …PnPn ― 1/1,000 hPa 단위

h1h1h1,h2h2h2, …hnhnhn ― 100 gpm 단위

55 P1P1,P2P2, …PnPn ― 1/10,000 hPa 단위

h1h1h1,h2h2h2, …hnhnhn ― 100 gpm 단위

66     P1P1,P2P2, …PnPn ― 1/100,000 hPa 단위

h1h1h1,h2h2h2, …hnhnhn ― 100 gpm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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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 41-IV CODAR 항공기의 고층기상관측 전보식(기상감시용 항공기 제외)

전문 형식

   M iM iM jM j
   YYGGg LaLaLa QcLoLoLoLo PaPaPaBzSh TTTansnm

LaLaLa QcLoLoLoLo ddff f
LaLaLa QcLoLoLoLo ddff f
･････ ･････ ･････
LaLaLa QcLoLoLoLo ddff f
HHHH

   

주 :

(1) CODAR는 항공기(기상감시용 항공기 제외)의 고층기상관측 보고를 위한 전보식 명칭이다.

(2) CODAR 전문은 M iM iM jM j = LLXX로 구별한다.

전문 작성 규정

41.1

개요

41.1.1  전보식 명칭인 CODAR는 관측보고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41.1.2  식별군 M iM iMjMj는 CODAR 관측보고 전보식의 첫 번째 줄에 포함시켜야 하며, 

각각의 관측보고에는 M iM iMjMj 군을 포함시키지 않는다.

41.2. 바람자료

41.2.1  관측지점 바람관측값과 비행구간 평균바람관측값을 모두 얻을 수 있다면 관측지점 

바람관측값을 항상 우선적으로 보고한다.

41.2.2  관측지점 한 곳의 바람관측값 하나만 보고할 때는, 전문 전보식의 첫머리에 위치

를 보고하고, 둘 이상의 관측지점 바람관측값을 보고할 때는 두 번째와 그 이후

의 관측지점 위치는 각각의 ddfff 바로 앞에 그 위치자료를 포함시켜야 한다.

41.2.3  비행구간 평균바람관측값을 보고할 때 위치자료는 그 바람자료가 계산되는 비행

구간의 중간위치를 ddfff 바로 앞에 포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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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 42-XI AMDAR 항공기 기상관측 전보식(항공기 기상자료 중계)

전문 형식

   제1절 AMDAR YYGG
   제2절 ipipip IA   IA LaLaLaLaA LoLoLoLoLoB YYGGgg ShhIhIhI

SSTATATA 







SSTdTdTd또는UUU








dddf f f TBBA Ssss

   제3절  Fhdhdhd VGfgfgfg

주 :

(1) AMDAR는 항공기의 자동기상관측보고를 위한 전보식 명칭이다.

(2) 항공기 기상관측은 지정된 고도와 일정한 시간 간격, 또는 최대풍을 만났을 때 그 내용을 각 

관측보고에 포함한다.

(3) 항공기의 송신 자료는 이진수 코드로 부호화하고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유사 항공기 관측

보고 형식으로 변환한다. 

전문 작성 규정

42.1 개요

42.1.1  AMDAR 편집 전문군에서 전문군 제1절의 내용(전보식 명칭 AMDAR와 YYGG 

군)은 편집 전문군 첫째 줄에만 들어가야 한다.

42.1.2  관측자료군 보고

42.1.2.1 규정 42.1.2.2항에 따라 AMDAR 보고에 제2절에는 기온과 바람값 뿐만 아니

라 최소한의 비행 과정 지시부호, 항공기 식별부호, 지리적 위치 그리고 관측

시간 등이 포함된다.

42.1.2.2 AMDAR 장치로 관측한 AMDAR 보고에는 제2절에 포함된 모든 자료군이 

포함되며 제3절 자료군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42.1.2.3 ACARS 장치로 관측한 AMDAR 보고에는 제3절을 포함시킨다.

42.1.2.4 사선(///)의 사용

자료가 없거나 자료수집 플랫폼이 정확한 자료수집을 못할 때 또는 패리티 

에러가 발생하였을 때는 사선(/)으로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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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3  관측 빈도

비행 과정(상승, 수평비행 또는 하강)에 따라 관측 빈도가 변하게 된다.

42.1.3.1 상승시 관측

항공기 상승의 경우에 다음에 기술한 특정 기압고도를 통과할 때마다 관측을 

실시한다. 즉, 첫 번째 층은 이륙시 기압보다 10 hPa 배수 값으로 낮은 고도이

어야 한다. 이후 9회의 관측은 10 hPa 간격마다 관측한다. 11번째 고도는 10번

째 고도보다 높아지면서 첫 번째 기압이 떨어지는 50 hPa 배수 고도에서 관측

을 실시하며 그 다음은 상승이 끝날 때까지 50 hPa 간격으로 관측을 계속한다.

주 : 예를 들면, 이륙시 기압이 1012 hPa일 때 첫 번째 관측고도는 1010 hPa이 된다.

42.1.3.2 수평비행 시 관측

42.1.3.2.1 정시관측

수평비행 중일 때는 미리 정한 일정 시간 간격마다 정시관측을 실시한다. 

첫 번째 정시관측은 수평비행에 들어간 후 최소한 15초가 경과한 다음의 

첫 번째 정수단위의 분 정각에 실시한다. 그 다음 정시관측은 7분 간격으로 

실시한다. 만일 수평비행 도중에 불안정한 비행을 했을 때 연속관측 시작시

간은 수평비행으로 복귀한 다음부터 위의 규정에 따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42.1.3.2 .2  비행 중 최대풍 관측

항공기가 600 hPa 기압고도보다 낮은 기압면을 수평비행 할 때로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풍속을 관측하였을 때는 비행 중의 최대풍으로 보고한다. 

1초 간격으로 평활하여 풍속값을 구하고, 이 중에서 최대풍속값이 다음 

기준풍속에 해당될 때만 풍속 최대값을 보고한다.

(a) 60 kt를 초과하는 풍속.

(b) 풍속 관측값이 앞서 보고한 정시관측 풍속값보다 10 kt 이상 강할 때.

(c) 풍속 관측값이 그 다음의 정시관측 풍속값보다 10 kt 이상 강할 때.

42.1.3.3 하강 시 관측

항공기 하강 시에는 다음에 기술한 특정 기압고도를 통과할 때마다 관측을 

실시한다. 첫 번째 고도는 하강 전의 최종 관측 기압고도보다 높은 50 hPa 배수 

고도가 될 때 실시한다. 그 다음 700 hPa 기압고도에 도달할 때까지는 50 

hPa 고도 간격마다 관측한다. 700 hPa 고도부터는 50hPa 간격으로 관측을 

계속하되 10 hPa 간격으로 관측을 실시한다. 

42.2 제2절

42.2.1  비행 과정 지시부호 ipipip 

42.2.1.1 비행 과정(불안정, 수평, 상승 또는 하강)과 수평비행 시의 관측 종류(정시 또

는 최대풍)의 내역을 모두 나타내도록 각 관측 보고마다 지시부호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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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1.2 항공기가 미리 정한 좌우요동 임계기준값을 초과하였을 때는 불안정 비행 과정

이라고 간주한다.

42.2.1.3 수평비행 시의 정시관측보고에는 비행 과정 지시부호 LVR를 사용한다.

42.2.1.4 수평비행 시에 만난 최대풍을 보고할 때는 비행 과정 지시부호 LVW를 사용한다.

42.2.1.5 상승 시의 관측보고에는 비행 과정 지시부호 ASC를 사용한다.

42.2.1.6 하강시의 관측보고에는 비행 과정 지시부호 DES를 사용한다.

42.2.1.7 불안정 비행 과정의 관측보고에는 비행 과정 지시부호 UNS를 사용한다.

42.2.2  기상관측자료 

42.2.2.1 기온

각 관측보고에는 모든 지정 기압고도의 기온값을 포함시킨다. 기온 정확도는 

s3로 표시한다. 만일 지정 기압고도의 이슬점온도 또는 상대습도를 관측하였을 

때는 이 값을 포함시켜야 한다.

42.2.2.2 바람

각 관측보고에는 바람 관측값을 포함한다. 진북 기준의 풍향은 정수 도 단위로 

보고한다. 풍속은 정수 kt로 보고한다.

42.2.2.3 난류

ASDAR 장치로 작성한 관측보고에는 난류에 관한 관측내용이 포함되며 난류 

지시부 문자 TB 다음에 난류자료를 한 자리 숫자로 나타낸다. 

42.3 제3절

42.3.1  Fhdhdhd 군

이 군은 ACARS 장치로 관측한 기압고도를 보고하기 위하여 AMDAR에 포함시킨다.  

주 : 최대 및 700 hPa을 포함한 관측보고는 QNH값을 가지고 구하는 항공 고도 

및 관련 공항 표고 보다 높은 고도에 대한 관측보고로 간주한다.

42.3.2  VGfgfgfg 군

이 군은 ACARS 장치로 추정한 최대 상당 연직 돌풍값을 보고하기 위하여 

AMDAR에 포함시킨다.

주 : 

(1) 난류의 정성적 강도와 추정된 상당돌풍풍속값 간에는 다음과 같이 대략적인 상당관계가 있다.

      Ude       < 2 m/s      2~4.5 m/s       4.5~9 m/s   >   9 m/s

   강도 구분      없음         약함            강함          극심함 

(2) 추정된 상당연직돌풍 Ude는 the US Federal Aviation Regulations – Part 25.3 또는 

the Engineering Sciences Data Unit (London,United Kingdom) – Data Item 69023

과 같은 항공기 설계 법령 등에 정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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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 44-V ICEAN 해빙 분석 전보식

전문 형식

 제1절 ICEAN

   (서문 1)   YYG cG c Y sY sG sG s 

또는

   (서문 2)   YYG cG c Y sY sG sG s  GPG p

 제2절  L iL iL jLj Q cLaLaLaLa LoLoLoLoLoQ cLaLaLaLa LoLoLoLoLo ･････ ･････
CFpCpSC FsCsSC  FeCeSC  FqCqSC 

FuCuSC  TTReRh  W tDwtEms  aIDriri 
nGnGnBnB 

 제3절 K Q cLaLaLaLa LoLoLoLoLo Q cLaLaLaLaLoLoLoLoLo ･････ ･････
 제4절 K Q cLaLaLaLa LoLoLoLoLo Q cLaLaLaLaLoLoLoLoLo ･････ ･････



주 : 

(1) ICEAN은 실제 또는 예상되는 얼음 상태를 보고하는 전보식 명칭이다.

(2) ICEAN 분석이나 예상은 문자 ICEAN에 의해 식별한다.

(3) 전문 형식은 다음의 4개 절로 구성된다.

절 번호 식별 숫자군 내      용

1 20002 또는 75557 식별군 및 시간군

2 44111 얼음 상태 표시

3 4422 항행 가능한 해역

4 4433 권고 항로

     제2절 제3절과/또는 제4절은 분리해서 보고하지 않는다. 

전문 작성 규정

44.1 개요

44.1.1  전보식 명칭 ICEAN은 개개의 분석 또는 예상된 해빙전문의 앞에 놓는다.

44.1.2  위치군이 둘러 싸인 해역을 표시할 경우 분석 및 예보전문은 시계방향의 순서로 보고한다. 

첫 번째 위치군은 해역 주위를 완전히 표시하기 위하여 마지막군까지 반복하여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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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3  개개의 분석 또는 예상 보고는 본문의 끝에 19191군을 붙인다.

44.2 제1절

44.2.1  첫 번째 서문은 해빙 분석을, 두 번째 서문은 해빙 예상을 보고하는데 사용한다. 

44.2.2  다른 해도에서 작성한 각 시간의 해빙분석 또는 예상을 보고하는데 적절한 해당 

전문을 사용한다.

44.2.3  기존 자료에 추가하여 위성자료가 해빙의 분석 또는 예상에 이용될 때는 위성자

료의 일시를 2YsYsGsGs 군에 보고한다.

44.2.4  위치는 도와 분으로 또는 LaLaLoLoK 군을 사용해서 0.5도 단위로 보고한다. 

만일 LaLaLoLoK 군이 사용될 경우 서문의 식별 숫자군 33399는 북반구에서는 

33300 군, 남반구에서는 33311 군으로 바꾸어 보고한다.

44.3 제2절

44.3.1  제2절에서 해역의 항해 가능성에 관한 예보 또는 권고 항로에 관한 정보만을 

보고하는 경우는 분석 및 예상 전문을 생략한다.

44.3.2  제2절은 분석 또는 예상하는 전 해역의 해빙상태를 보고 하는데 필요한 만큼 

자주 반복한다.

44.3.3  2FsCsS2C2․ ․  등 ․․․ 9nGnGnBnB 군은 앞에서 기술한 6LiLiLjLj ․․․ 등 ․․․ CFpCpS1C1 

군의 해빙상태를 더 상세하게 보고할 필요가 있을 경우 포함한다.

44.3.4  빙산에 관한 정보는 입수할 수 있을 때 포함시킨다.

9nGnGnBnB 군은 6LiLiLjLj 군으로 나타낸 빙산의 추가 정보로서 사용한다. 

44.4 제3절

44.4.1  어떤 해역의 항해 가능성에 관한 정보가 입수되지 않거나 보고할 필요가 없을 때 

제3절은 생략한다.

44.4.2  제3절은 분석 또는 예상하는 전 해역의 항해상태를 보고하는데 필요한 만큼 자주 

반복한다.

44.5 제4절

44.5.1  항해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을 때는 제4절은 생략한다.

44.5.2  보고된 항로에서 그 상태가 변할 때는 제4절을 권장된 항로를 따라 여러 구간으로 

필요한 만큼 자주 반복한다.

44.5.3  권장 항로가 몇 개 구간으로 분할되는 경우 앞 구간의 마지막 위치는 새로운 

구간의 첫 위치로 반복하여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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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 45-IV IAC 완전형식의 분석 전보식

전문 형식

 서문  xx YYGcGc또는
 xx YYGcGc xxx xxx또는
 xx YYGcGc GpGp또는
 xx YYGcGc GpGp xxx xxx

  제0절 
NNSS PtPcPP or hthchaha yyyyy ･････ mdsdsfsfs C･････ ･････ ･････ ･････ ･････ ･････ ･････

   보조절 gpgp 








PtPcPP or hthchaha yyyyy ･････
또는
PtPcPP or hthchaha yyyyy ･････ mdsdsfsfs C
･････ ･････ ･････ ･････ ･････ ･････

  제1절 
NNSS FtFiFc yyyyy ･････ mdsdsfsfs C･････ ･････ ･････ ･････ ････ ･････

   보조절
gpgp

 








FtFiFc yyyyy yyyyy ･････
또는
FtFiFc yyyyy yyyyy ･････ mdsdsfsfs C･････ ･････ ･････ ･････ ･････ ･････

  제2절 
euuu yyyyy ･････ C･････ ･････ ･････ ･････

  제3절 
MhMsMt yyyyy ･････ C･････ ･････ ･････ ･････

  제4절


Wei또는
ww또는
wsws










yyyyy ･････ mdsdsfsfs C

･････ ･････ ･････ ･････ ･････
  제5절         

NNSS TtTiTc PP Ti  yyyyy ･････ mdsdsfsfs C･････ ･････ ･････ ･････ ･････ ･････ ･････ ･････
  제6절 

CsSSZ yyyyy ･････ mdsdsfsfs C･････ ･････ ･････ ･････ ･････
CHbHbHb NHtHtHt yyyyy ･････ ･････
or

CHbHbHb NHtHtHt yyyyy ･････ ･････
  제7절 

gpgp yyyyy ddff ddf f ddff ddf f ddff ddf f ddff C･････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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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절 
ijHjHjHj yyyyy djdj fj fj fj yyyyy djdj fj fj fj ･････ ･････ ･････ ･････ Candor
iJPsPsPs yyyyy djdj fj fj fj yyyyy djdj fj fj fj ･････ ･････ ･････ ･････ Candor
euuu yyyyy yyyyy ･････ ･････

  제9절 
euu uuu yyyyy ･････ C

 uuu yyyyy ･････ ･････
･････ ･････ yyyyy ･････ ･････

  제10절 
euu dwdwPwPw yyyyy dwdwPwPw yyyyy ･････ ･････ C

   보조절 gpgp 








euu
또는
euu








  

dwdwPwPw

･････   
yyyyy･････  

dwdwPwPw

･････   
yyyyy･････ 

･･････････ 
C･････ 

  제11절


vvv yyyyy yyyyy ･････또는
vv yyyyy yyyyy ･････

  제12절
 ･･････････････････   ･････････････････････


주 : 

(1) IAC는 국제 분석 전문을 보고하기 위한 전보식 명칭이다.

(2) 전문 형식은 다음과 같이 선택적 서문과 몇 개의 절로 구성된다.

 (a) 서문

행 사용 목적

첫 번째 행 지상 분석

두 번째 행 지상 이외의 분석

세 번째 행 지상 예상

네 번째 행 지상 이외의 예상

(b) 절

절 번호 식별숫자군   내    용

0 99900 기압 또는 지형계

1 99911 전선계

2 99922 등압선값

3 99933 기단 특성

4 99944 날 씨

5 99955 열대계

6 99966 구름계

7 99977 고층풍

8 99988 제트류 특성

9 99999 대류권계면 특성

10 88800 해수온도와 파랑

11 88822 연직 바람시어

12 77744 문자군

각 절은 적절한 서문 없이 전송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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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0절, 제1절 및 제10절에는 기압계, 전선계, 파랑계 또는 해수온도 분포의 특성과 과거 

또는 미래 위치에 관하여 더 상세하게 보고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보조절이 있다. 

절 자체는 전문의 서문에 표시된 시간을 나타내지만 보조절의 과거 또는 미래시간은 

000gpgp 군으로 나타낸다. 과거와 미래의 두 상태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할 경우에 보조절

에는 적당한 000gpgp 군을 삽입하여 반복할 수 있다.

(4) 제0절에서 11절까지와 보조절은 각각 위치군 yyyyy으로 변수값 또는 요소의 상태를 보고한

다. 따라서 각 절은 규칙적으로 연속된 조의 군으로 이루어지며, 각 조는 변수 또는 요소의 

새로운 값을 부여함으로서 시작된다. 각 조의 위치군에는 전문 형식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듯이 

기압계 또는 전선의 이동과 앞 정보의 신뢰도에 관한 임의군 mdsdsfsfs와 00C100를 추가 정

보로 뒤따르게 할 수 있다.

(5) 제6절은 지시부 숫자 9와 8로 나타내는 군에 의하여 실황을, 지시부 숫자 7과 6으로 나타내는 

군에 예보를 포함하도록 한다.

(6) 제7절은 각 위치 yyyyy와 전문의 서두에서 주어진 시간 또는 000gpgp 군에 의해서 나타낸 

나중 시간에, 선택된 표준등압면에 대한 고층 바람의 연직단면을 보고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7) 제8절은 제트류축에 인접한 상하층의 등압면상에서 최대풍속선 또는 제트류를 따라 위치하는 

여러 지점에 대한 실제풍과 예상풍 해석방법에 관해 설명한다. 이 절에서는 60 kt 또는 30 

m/s 또는 100 km/h(선택된 i 값에 따라) 이상의 바람만을 취급한다.

(8) 제9절은 대류권계면 등치선과 관련된 대류권계면 온도 자료를 보고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4e1uuu 군은 전문의 다음 4e1uuu 군의 앞까지의 모든 yyyyy 군으로 표시된 등압선값 또는 

등고선값을 나타낸다. 주어진 등압선 또는 등고선에 따른 각 42uuu군은 뒤따르는 yyyyy 군

으로 표시된 점의 기온을 나타낸다. 대류권계면 등치선에 따라 기온이 변하는 경우, 지시군 

00000에는 뒤따라 42uuu 군과 yyyyy 군을 사용한다. 42uuu 군에서 uuu는 1℃ 단위의 온도를 

나타낸다. 

(9) 제10절은 해면등온선상의 각 지점에 대한 파랑 방향과 주기를 임의군으로 나타낼 수 있다. 

각 9dwdwdwPwPw 군을 뒤따라오는 yyyyy 군에 그 위치를 나타낸다.

(10) 제11절은 44vvv 군을 사용하여 연직바람시어를 1 kt/1000 m 단위로, 또한 444vv 군을 

사용하여 1 kt/300 m 단위로 연직바람시어를 보고한다.

(11) 제12절은 스콜 선의 존재를 강조하는 등과 같은 사례를 평문으로 정보를 추가 보고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전문 작성 규정

45.1 개요

    전보식 명칭 IAC는 분석 또는 예상 전문 자체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45.2 서문

45.2.1  해수면 또는 고도, 그리고 형태에 관계없이 모두 일기도분석 또는 예상의 작성 

시각을 서문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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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2  규정 45.2.1항에 정의된 분석이나 예상은 19191 군으로 끝낸다.

45.2.3  추가군은 부호표 4892에서 설명과 같이 다음 조건에 따라 서문에 포함시킨다.

(a) x2x2x2 = 555이면 85558 군에 뒤따라 2개의 00X3X3X3 군을 보고한다.

(b) x2x2x2 = 666이면 86668 군에 뒤따라 81118 또는 82228 군 중에서 적절한 

군을 보고한다. 

45.3 절

45.3.1  각 절은 식별 숫자군에 의해 구분된다. 같은 형태의 자료가 전문의 2개 부분으로 나누어 

보고하는 경우에는 각 부분은 1개의 절로 구성하며, 적절한 식별 숫자군을 첫머리에 둔다.

주 : 식별 숫자군은 다른 절 또는 절의 일부분이 여러 시간에 작성되는 경우와 여러 순서로 

전달되는 경우 분석 센터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주로 활동한다.

45.3.2  위치군

45.3.2.1 위치군 yyyyy는 x1x1으로 지정된 형식에 따른다.

45.3.2.2 위치를 나타내는 방법이 분석 전문의 도중에 변하는 경우는 규정 45.3.2.3항에

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시부 333x1x1을 삽입하여 변화를 표시한다

45.3.2.3 적도 지역의 위치를 LaLaLoLoK 군으로 나타내고, 주요 그룹 33322 군

(333x1x1)이 사용되었을 때는 0°S에서 30°S까지의 남쪽 위도를 100에서 

뺀 값을 표시한다(예를 들면, 13°S = 87, 29°S = 71)

45.3.2.4 위치를 QLaLaLoLo 군으로 나타내고 상세한 위치가 요구될 때는 QLaLaLoLo 군에 

추가하여 000LaLo 군을 보고하고 La와 Lo는 위도 경도의 10단위 값을 나타낸다.

45.3.2.5 위치가 iiiDisi 군으로 나타내고 si으로 표시되는 거리가 110 ㎞ 이상이면 iiiDisi 군 

앞에 00s200 군을 보고함으로서 100 km 단위값을 s2로 추가 보고한다.

45.3.3  제0절, 제1절 및 제10절의 보조절

45.3.3.1 서문에서 주어진 시각 이전에 나타난 시스템의 위치와 특성 또는 변수를 표시

하기 위하여 보조절 0-1의 9PtPcPP 이나 9hthchaha 군, 보조절 1-1의 

69FtFiFc 군, 또는 보조절 10-1의 79e2uu 군이 사용된다.

이 경우에 이전 시각은 서문의 시각(즉 GcGc 또는 GcGc+GpGp)에서 시간 수 

gpgp를 빼서 구한다.

주 : 보조절은 시스템 이전의 다양한 위치 자료나 변수를 필요한 만큼 반복함.

45.3.3.2 서문에서 주어진 시각 이후에 나타난 시스템의 위치와 특성 또는 변수들을 

표시하기 위하여 보조절 0-1의 7PtPcPP 이나 7hthchaha 군, 보조절 1-1의 

67FtFiFc 군, 또는 보조절 10-1의 76e2uu 군이 사용된다.

이 경우에 예상 시각은 서문의 시각(즉 GcGc 또는 GcGc+GpGp)에 시간 수 

gpgp를 더해서 구한다.

주 : 보조절은 계의 여러 가지 예상 위치 자료나 변수를 필요한 만큼 반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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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4  제3절 - 기단

33MhMsMt 군에 2가지 기단이 혼합해 있는 경우, 그리고 한 기단이 다른 기단 

위에 있거나 기단 변화하여 새로운 특성을 나타내는 경우, 필요하면 두 번째의 

33MhMsMt 군이 뒤따라 온다.

45.3.5  제6절 - 구름

지시부 숫자 9와 8로 나타내는 군은 실황을, 지시부 숫자 7과 6은 예상을 나타

내기 위하여 사용한다.

45.3.6  제7절 - 고층풍

45.3.6.1 850, 700, 500, 400, 300, 200 및 100 hPa 표준등압면에 대한 바람자료는 

각각 지시부 숫자 8, 7, 5, 4, 3, 2 및 1을 사용하는 ddff 군으로 보고한다. 

예상 바람의 시각은 GcGc에 gpgp로 나타낸 시간 수를 더해서 구한다.

45.3.6.2 100 kt 이상의 풍속은 다음과 같이 보고한다.

(a) 풍속이 100 kt 이상이나 199 kt를 초과하지 않을 때

 (ⅰ) 50을 dd에 추가

 (ⅱ) 100을 초과하는 kt의 숫자값을 ff에 표시

(b) 풍속이 200 kt 이상이나 299 kt를 초과하지 않을 때

 (ⅰ) 00200 군을 그 바람군의 뒤에 삽입

 (ⅱ) 200을 초과하는 kt의 숫자값을 ff에 표시

(c) 풍속이 300 kt 이상이나 399 kt를 초과하지 않을 때

 (ⅰ) 00300 군을 그 바람군의 뒤에 삽입

 (ⅱ) 300을 초과하는 kt의 숫자값을 ff에 표시

45.4 추가군 또는 보충자료

분석 전문의 추가 보충절이 국내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가능한 위의 전문 형식이 

사용되며, 보충절은 분석과 예상 전문의 마지막 부분에 두거나 따로 분리해서 보고한다. 

45.5 수정

분석 또는 예상전문을 수정하여 보낼 필요가 있을 때 수정은 11133 0YYGcGc 군으로 

시작한다. 수정은 해당 절에 적절한 중요 군 지시부에 의해 뒤따르고  분석 또는 

예상전문은 19191로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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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 46-IV IAC FLEET 생략형식의 분석 전보식

전문 형식

  서문   YYGcGc또는
  YYGcGc GpGp

  제0절 
PtPcPP QLaLaLoL ･････ mdsdsfsfs

   보조절 gpgp  








PtPcPP QLaLaLoLo ･････
또는
PtPcPP QLaLaLoLo ･････ mdsdsfsfs

 

  제1절 
FtFiFc QLaLaLoL QLaLaLoL ･････ mdsdsfsfs

   보조절 gpgp  








FtFiFc QLaLaLoLo ･････
또는
FtFiFc QLaLaLoLo ･････ mdsdsfsfs

 

  제2절 
PPP QLaLaLoL QLaLaLoL ･････

  제3절 (보 류)

  제4절 
wsws QLaLaLoL QLaLaLoL ･････

  제5절 
TtTiTc PP  QLaLaLoL QLaLaLoL ･････ mdsdsfsfs

  제6절


euu dwdwPwPw QLaLaLoL dwdwPwPw QLaLaLoL ･････ ･････ C

   보조절 gpgp  








euudwdwPwPw QLaLaLoL dwdwPwPw QLaLaLoL ･････
또는
euudwdwPwPw QLaLaLoL dwdwPwPw QLaLaLoL ･････









･････ C

  제7절 ･･････････････････････ 문 자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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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 IAC FLEET는 해양 목적으로 사용하는 국제 분석 전문의 단축부호 보고 명칭이다.

(2) 전문 형식은 다음과 같이 서문과 몇 개의 절로 구성돤다.

(a) 서문

행 사용 목적

첫 번째 행 지상 분석

두 번째 행 지상 예상

(b) 절

절 번호 식별숫자군   내    용

0 99900 기압계

1 99911 전선계

2 99922 등압선 값

3 - (보류)

4 99944 날 씨

5 99955 열대계

6 88800 해면온도와 파랑

7 77744 문자군

(3) 각 분석 또는 예상되는 절은 필요한 만큼 여러번 반복될 수 있고 어떤 절은 전문 형식에서 

생략될 수 있다.

(4) 제0절, 제1절 및 제6절의 기본 전문 형식은 서문에서 표시된 시각의 기압계, 전선, 파랑, 해면

온도를 상세하게 보고하는데 사용한다. 각 절에는 각 시스템이나 변수의 과거와 미래에 대한 

위치 특성을 상세하게 보고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는 보조절이 포함되어 있다. 이 보조절은 

000gpgp 군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과거나 미래 또는 두 시점의 정보를 필요한 만큼 한 절 

내에서 반복할 수 있다. 

(5) 제0절에서부터 제6절과 각 보조절은 각각 위치군 QLaLaLoLo(또는 이동 후의 위치)에 따라 

변수의 값 또는 요소 상태를 보고한다. 따라서 변수나 요소의 새로운 값을 보고하는 군으로 

시작하여 규칙적으로 연속되는 조의 군으로 이루어진다. 어떤 경우에는 각 조 위치군의 뒤에 

이동군 mdsdsfsfs과 정보 신뢰도에 관한 임의군 00C100를 연속해서 보고한다.

(6) 제5절(열대의 절)은 다른 절에서 사용하는 부분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7) 제6절은 임의군으로 해면등온선의 각 지점에서 파랑의 방향과 주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

한다. 각 9dwdwPwPw 군은 뒤따라오는 QLaLaLoLo 군의 위치를 나타낸다.

(8) 제7절은 전문에 있는 문자군으로 상세한 부연 설명을 위하여 사용되며, 스콜 선의 존재를 

강조할 필요가 있을 때 분석이나 예상의 마지막 부분에 평문 기사로 주석을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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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작성 규정

46.1 개요

전보식 명칭 IAC FLEET는 분석 또는 예상 전문 자체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46.2 서문

46.2.1  각 시간의 분석 또는 예상이 다른 종류의 일기도로 작성되면 그 내용을 서문에 

포함해야 한다.

46.2.2  규정 46.2.1항에 명시된 분석이나 예상은 지시군 19191로 끝난다.

주 : 서문에 있는 33388 군에 대한 대치군 사용은 규정 46.4.3항을 참조한다. 

46.3 절

46.3.1  절은 식별 숫자군에 의해 구분된다. 만일 같은 형태의 자료가 전문의 2개 부분으

로 나누어 보고하는 경우는 각 부분은 1개의 절로 구성하며 적절한 식별 숫자군

을 첫 머리에 둔다. 

주 : 다른 절이나 절의 부분이 다른 시간에 작성될 때 분석센터는 자기 책임구역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포함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분석 또는 예상 전문을 보고할 필요가 있다. 

46.3.2  본문에 포함되는 절은 다음 순서로 보고한다 : 제0절, 제1절, 제2절, 제4절, 제5

절, 제6절, 제7절.

46.3.3  제0절, 제1절, 제2절, 제4절 및 제5절을 전문화할 때 자료의 순서는 가능한 다음과 

같이 한다.

제0절 - 기압계 : 서쪽에서 동쪽으로 발생 순서대로 보고.

제1절 - 전선 : 가능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일반적인 진행에 따라 보고.

제2절 - 등압선 묘화 : 저기압을 둘러 싼 등압선 점을 반시계 방향으로 먼저 

보고한 다음, 고기압을 둘러 싼 등압선의 점을 시계 방향으로 보고.

제4절 - 날씨구역 : 서쪽에서 동쪽으로 발생 순서대로 보고.

제5절 - 열대계 : 열대계와 유사한 정도에 따라 기압계나 전선자료 같은 순서로 보고.  

46.4 위치군

46.4.1  33388 군이 서문에 사용되는 경우 지점 위치군은 모든 절에서 QLaLaLoLo 형식

으로 보고한다.

46.4.2  지점 위치를 QLaLaLoLo 군으로 나타내고 상세한 위치가 요구될 때 QLaLa LoLo 

군 다음에 추가하여 000LaLo 군을 보고한다. 여기서 La와 Lo는 위도․경도의 0.1° 

단위로 나타낸다.

46.4.3  지점 위치를 위도와 경도의 0.5° 단위로 보고할 때 서문에서 33388 군 대신에 

33300, 33311 또는 33322 군을 사용한다. 이러한 경우에 LaLaLoLoK 군이 모든 

절에 포함된 QLaLaLoLo 군을 대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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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4  적도 지역의 위치를 LaLaLoLoK 군(33322 군 사용)으로 나타낼 때 0°S에서 30°S

까지는 100에서 뺀값을 표시한다(예를 들면, 13°S=87, 29°S=71)

46.4.5  기압계(제0절)에 대한 위치군은 필요할 때마다 반복된다. 전선의 위치(제1절), 

등압선(제2절), 중요 날씨 구역의 경계(제4절), 전선과 유사한 열대계는 한번만 

보고한다. 

46.4.6  만일 기압(제0절) 또는 열대계(제5절)가 길게 열려 있으면 그 시스템의 축 위치를 

둘 이상의 지점으로 보고한다. 첫 번째 위치와 기압(제5절에서 보고할 때)은 

시스템의 소용돌이를 나타낸다.

주 : 필요할 때는 계의 축 위치를 반복할 수 있다.

46.5 이동군

46.5.1  이동군은 전문에 포함된 기압계(제0절), 전선계(제1절) 또는 열대계(제5절)에 

대해서 보고한다. 시스템이 정체해 있을 때는 mdsdsfsfs 군은 10000으로 보고한다.

46.5.2  기압계(제0절) 또는 열대계(제5절)가 길게 열려 있을 때는 mdsdsfsfs 군은 시스템의 

축에 관한 것을 보고한다.

46.5.3  전선계(제1절) 또는 전선과 유사한 열대계(제5절)를 보고하는 경우 mdsdsfsfs 군은 

지시된 그 형태의 중심부에 관한 것을 보고한다. 이동을 나타내는데 2개 이상의 

mdsdsfsfs 군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전선 또는 계는 66FtFiFc 군 또는 

55TtTiTc를 반복 사용하여 세분화 한다.

46.5.4  mdsdsfsfs 군은 항상 바로 전에 나타낸 위치에서 계 또는 전선의 이동을 표시한다. 

46.6 제0절, 제1절 및 6절의 보조절

46.6.1  서문에 나타난 전 시간의 변수와 시스템에 대한 특징과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는 보조절 0-1의 9PtPcPP 군, 보조절 1-1의 69FtFiFc 군, 또는 보조절 6-1의 

79e2uu 군이 사용된다. 이런 경우 로 처리된 여러 시간은 서문에 주어진 

시간(GcGc 또는 GcGc + GpGp)에서 차감하여 앞 시간을 얻는다. 

주 : 보조절은 시스템의 여러 시간 앞에 대한 위치자료나 변수를 필요한만큼 반복한다.

46.6.2  서문에서 주어진 시각 이후에 나타나는 시스템의 위치와 특성을 나타내거나 매개

변수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보조절 0-1의 가운데 7PtPcPP 군, 보조절 1-1의 

67FtFiFc 군, 또는 보조절 6-1의 76e2uu 군이 사용된다. 이 경우 예상 시각은 

서문의 시각(GcGc 또는 GcGc+GpGp)에서 시간 수 GpGp를 더해서 구한다.

주 : 보조절은 시스템의 여러 시간 뜸에 대한 위치자료나 변수를 필요한 만큼 반복한다.

46.7 제6절

제6절과 보조절 6-1을 보고할 때 9dwdwPwPw 군은 뒤따라 오는 QLaLaLoLo 군에서 

표시된 위치의 파랑 방향과 주기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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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 추가 또는 보충정보

46.8.1  문자부호로 부연 설명하는 내용은 적절한 지시군 77744로 시작하여 44777 군으로 

끝난다.

주 : 이들 부연 설명 내용은 필요할 때마다 전문 내에 삽입할 수 있다.

46.8.2  만일 IAC FLEET의 추가 보충절이 국내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가능한 위 전문 형식

이 사용되며, 보충절은 분석과 예상 전문의 마지막 부분에 두거나 분리해서 보고한다.

46.9 수정

분석 또는 예상 전문을 수정하여 보낼 필요가 있을 때 수정은 11133 0YYGcGc 

군으로 시작한다. 이어지는 수정은 적절한 지시부 숫자(8‥‥, 66‥‥, 44‥‥. 등)를 

갖는 군으로 시작하여 19191 군으로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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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 47-IX GRID 격자점 값의 처리자료 전보식

전문 형식

  제0절   GRID FFNNN nnntnt nTnTaa

  제1절    aaaa pppp HHHH HHHH bbbb JJMM
YYGcGc utttt ubtbtbtb mmgrgr 

  제2절    nininjnj   QcLaLaLa LoLoLoLo QcLaLaLa LoLoLoLo
QcLoLoLo iiii sxj j j j  LaLaLa QcLoLoLoLo

didididi djdjdjdj 

  제3절    nananpis nnqq usnrr rrrrr usnrr rrrrr
QcLaLaLa LoLoLoLo
IIkkngng iaiaiaj aj aj a Sx II･･･I SxII･･･I ･････ ･････ Sx III･････ ･････ ･････ ･････ ･････ ･････ ･････
IIkkngng iaiaiaj aj aj a Sx II･･･I SxII･･･I ･････ ･････ Sx III･････ ･････ ･････ ･････ ･････ ･････ ･････

  제4절    CsCsCsCs CsCsCsCs CsCsCsCs CsCsCsCs CsCsCsCs CsCsCsCs

  제5절    FFNNN nnntnt nTnTaa 

주 : 

(1) GRID는 일기도에 일정하게 분포된 격자점에 주어지는 수치 형태의 처리자료(기상과 지구물리 

변수의 분석 및 예보)를 전송하기 위한 전보식 명칭이다. 

(2) GRID로 전문화된 분석과 예보는 문자 GRID로 식별된다.

(3) 전문 형식은 다음의 6개 절로 나누어진다.

절 번호 식별숫자군   내    용

0 - 분석 또는 예보의 식별

1 111 분석 또는 예보에 포함되는 처리 자료의 식별

2 222
WMO–No. 9, Volume B로 공표되지 않은 

격자점의 분포(임의)

3 333 자료 형식의 해설 및 자료 내용

4 444 점검 집계(임의)

5 555
분석 또는 예보의 나머지 식별 및 지시부 숫자

666 또는 777(규정 47.1.4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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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의

자료장 : 주어진 지리적 지역에서 격자점 값으로 기술된 하나 또는 여러개의 변수와 일기현상 

발생의 수평적 분포

자료군 : 자료행에서 격자점 하나 또는 연속된 여러개의 격자점에 관련된 기상학 또는 지구

물리학 자료  

자료행 : 자료가 보고되는 격자행상의 연속적인 격자점의 모음. 하나의 격자행은 여러 개의 

자료행을 포함할 수 있다.

자료행에 대한 자료 위치군 : 자료행의 일련번호, 관련 자료군의 수, 그리고 자료행의 주사가 

시작되는 격자점의 좌표를 나타내는 군

격자행 : 지리 격자에서 동일 위도를 가진 모든 격자점을 연결한 줄, 또는 직교격자에서 같은 

세로줄의 값(표준 주사 모드를 사용할 때)

격자망 폭의 값 

(a) 격자행을 따라 일정하게 배열된 격자의 간격(지도상에서)

(b) 격자에 대해서 일정하게 배열된 격자행의 간격(지도상에서) didididi와 djdjdjdj는 정확한 

축적의 위도에서 격자망 폭의 값에 해당하는 지표면의 실제 거리를 나타낸다. 직교 

격자에서 2개의 값은 일반적으로 동일하므로 어느 한쪽만의 격자망 폭의 값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지리 격자에서는 이 값이 서로 다를 수 있다.(예 : 위도에서 10° 간격과 

경도에서 위도 5° 간격)

    표준 주사 모드 : 전문의 격자점 순서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을 때를 말한다.

(c) 자료장(또는 그 일부) 안에서 가장 작은 “j" 좌표(또는 기준점에서 가장 작은 위도차)에 

해당하는 자료행이 먼저 고려되는 경우

(d) 이 자료행의 격자점은 “i" 좌표가 증가되는 순서로 조사된다.(또는 기준점에 대해서 

경도차가 증가되는 순서, 극 지방을 덮는 지리 격자의 특별한 경우에는 기준점에 대한 

경도차는 기준점의 경도에서 동쪽으로 이동할 때 증가한다고 간주)

(e) 자료장(또는 그 일부) 안에 있는 나머지 자료행의 격자점은 위 (나)항과 같이 조사된다. 

이때 자료행은 그들의 “j" 좌표(또는 기준점에서 가장 작은 위도차)가 증가하는 순서에 

따라 연속적으로 취급된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 지리 격자의 기준점 : 격자점 좌표에서 원점의 역할을 하는 점으로 이러한 좌표가 음이 

되지 않도록 선정한다. 

(5) 제0절은 분석 또는 예보 전문의 식별에 사용된다. 이 절에는 식별 문자 GRID와 함께 자료 

생산 처리센터(F1F2), 전체의 분석이나 예보를 전송하기 좋도록 분리된 부분의 수에 대한 

정보(ntnt)도 포함한다. 또한, 분석 또는 예보 전문에 포함된 부분의 일련번호(nn)와 뒤따라오는 

분석이나 예보의 변수형이 국제부호표 0291로 주어지는지 또는 국제부호표로 주어지는지를 

나타내는 정보(nTnT)도 이 절에 포함된다. 이 절은 사용한 격자점 체계에 대한 기준(NNN)도 

제공한다. 격자점 식별부인 NNN은 본래 WMO–No. 9, Volume B의 “자료처리” 부분을 참조

해야 하며, 이 책에는 사용되는 격자 체계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GRID 전문 자체 내에서 격자 체계를 완벽하게 기술하는 것도 가능하다. 전문 형식의 제2절이 

이 목적을 수행하지만 드물게 새로운 격자를 채용하는 경우(예를 들어, 특수 목적) 이 격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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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완벽한 기술이 관련 WMO 간행물로 공표되기 전에 새로운 격자에 사용되도록 사용 

보류를 강조한다.

(6) 제1절은 분석 또는 예보 전문으로 전송되는 처리 자료와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며 다음 요소로 

이루어진다.

  - 기상 또는 지구물리 변수(a1a1a1, a2a2a2)

  - 변수가 속하는 고도 또는 층(p1p1, p2p2, H1H1H1H1, H2H2H2H2, b1b1, b2b2) 

  - 생산자료와 관련된 시간 식별부(JJ, MM, YY, GcGc)

  - 예보의 유효기간(ut, ttt)과  경우에 따라 자료 평균기간 또는 자료 변화기간(ub, tbtbtb)

  - 절차 또는 자료장을 생산하기 위하여 사용한 모델(mm)

  - 사용한 격자에 대한 매우 일반적인 기술(grgr)

(7) 제2절은 관련 WMO 간행물에 설명되지 않은 격자체계에 대해 상세히 기술해야 한다. GRID 

전문에는 2개의 서로 다른 형태인 지리격자나 직교 좌표가 사용될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기준점이 표시되어야 하며, 격자점은 기준점과 격자망 폭 값에 대해 정의하도록 구성한다. 

제3절에서 주어지는 변수의 값은 이렇게 정해진 격자점에 대해서 나타낸다. 제2절은 격자체

계의 크기(nini, njnj), 격자망의 폭(didididi, djdjdjdj), 격자체계의 경계(지시부 숫자 2, 3, 4, 5를 

가진 군), 지리격자의 경우에는 다른 격자점의 위치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기준점의 좌표

(지시부 숫자 2, 3을 가진 군), 직교 좌표계의 원점(88LaLaLa, QcLoLoLoLo 군 또는 6QcLoLoLo 

군을 포함한 7iiii sxjjjj 군)과 직교 좌표계의 축 방향(6QcLoLoLo)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8) 제3절은 자료군(sx)Ⅱ...Ⅰ로 전문화된 분석 또는 예보 전문의 실제 내용을 포함한다. 수작업

으로 해독하기 편리하도록 자료군의 간격을 두는 것이 정상이지만 자료가 컴퓨터센터 간에서만 

교환되면 붙여도 상관이 없다. 자료군 형태의 특성, 개수 및 분석이나 예보 전문의 배열방법은 

이 절의 첫 두 군으로 나타낸다. 자료군 길이는 분석이나 예보 전문에 따라 달라지지만 주어진 

분석이나 예보 전문 안에서는 같아야 함에 주의한다.

(9) 전문은 격자망의 폭 dididid와, djdjdjdj보다 큰 간격으로 분포된 격자점에 대한 자료도 보고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격자점의 폭 dididid는 인자 IoIo로 나타내어 늘릴 수 있는 반면, 단지 

몇 개의 격자행에 대한 자료를 포함하지 않음으로써 간격을 늘리는 방법도 있다.

(10) 더욱이 변수값이 존재하지 않거나 빠질 수 있으며, 각 격자점 모두에 대해서 보고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해양의 섬을 포함하는 격자점의 해수온도 자료장은 그 섬 자리에 

빈 곳이 생겨서, 많은 격자점에 무의미한 자료군들이 포함되는 것을 막도록 자료행의 개념이 

도입되었다. 자료행은 번호가 붙여지며(기호 k1k1으로), 자료군(sx)Ⅱ...Ⅰ은 자료행마다 정리

된다. 격자행별 자료행 수와 자료행별 자료군 수는 모든 격자점에 대한 자료가 보고되면 

일반적으로 고정된다. 자료행과 자료군들의 일부만 전문화되면 매우 달라질 수 있다.

(11) 자료행의 첫 격자점 위치는 초기 기준점에 대한 좌표(iaiaiajajaja)로 주어진다. 직교 격자에서 

초기 기준점은 고정된다. 지리 격자에서 초기 기준점은 제2절이나 관련 WMO 간행물에 

포함된 대로 자료장의 다른 부분에서 바뀔 수 있다. 따라서 지리 격자에서 변화는 제3절에서 

지시부 숫자 5와 6을 가진 군으로 나타낼 수 있다.

(12) 자료군의 길이를 최대한으로 줄이는 방법으로 관련된 변수의 부호지시부(+, -)를 없애는 

방법이 있다. 음 부호는 새로운 0으로 다른 기준값(sn, rrrrrrr)을 설정하여 없앨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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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자료장의 기온이 -20℃와 +20℃ 사이에서 변하는 경우이 온도값에 30℃를 더하면 

이값의 모두가 양으로 만들어진다. 자료군의 길이를 줄이는 또 다른 방법으로 적당한 규칙에 

따라 변수값에 부호를 포함시키는 것이다. 변수 값이 모두 음이면 부호 표시도 제외할 수 있다. 

제3절에서 지시부 숫자 1을 가진 군의 식별문자 is는 이러한 가능성을 제공한다.

(13) 변수값 보고는 일반적으로 부호표 a1a1a1/a2a2a2로 나타내는 관례적인 단위를 사용할 것에 

근거한다. 이 단위에서 벗어나는 값은 다음과 같이 축척인자(u)를 사용하여 나타낼 수 있다. 

조정 단위=축척인자×관례적인 단위. 예를 들어 0.1의 축척인자를 등압높낮이(isobaric 

topography)의 지오포텐셜고도 단위에 적용하여 표준 지오포텐셜 미터로 바꿀 수 있다.

(14) 제4절은 컴퓨터 운영에만 적용된다. 이 절은 오차를 검출하도록 다른 절과 분석 또는 예보의 

전체 전문의 수치 점검을 한다.

(15) 제5절은 분석이나 예보의 나머지 식별에 대한 것이다.  

전문 작성 규정

47.1 개요

47.1.1  GRID F1F2NNN 1nnntnt (2nTnTa1a2) 군은 분석이나 예보 전문의 본문 첫째줄에 

포함되어야 한다. 

주 : 임의군 2nTnTa1a2, nTnTa1a2가 0000이면 이 군은 생략한다.

47.1.2  격자로 기술되는 완전한 분석이나 예보를 몇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송신해야 할 

경우에는 분석 또는 예보전문의 본문에 제0절, 제1절, 제3절, 제4절과 제5절을 

포함해야 한다(47.2 및 47.5.1항 참조). 전문의 분리는 제3절의 적당한 자료행 

뒤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주 : 지리 격자의 경우 기준점의 변경이 필요하면 지시부 숫자 5와 6을 가진 군이 자료 

위치군인 k1k1ngng iaiaiajajaja 앞에 올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999IoIo가 자료 위치군 

앞에 올 수 있다.

47.1.3  여러개의 완전한 분석이나 예보를 같은 편집 전문군으로 연속해서 송신하는 경우 

각각에는 제0절, 제1절, 제3절, 제5절을 포함해야 한다. 필요할 때는 제2절, 제4

절도 포함해야 한다.

47.1.4  분석이나 예보 전문은 뒤따르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 666군으로, 모든 부분이 

전송된 경우에 777군으로 끝내야 한다.

47.2 제1절 - 분석이나 예보 전문에 포함된 처리자료의 식별

47.2.1  지시부 숫자 1, 6 및 7을 가진 군은 분석 또는 예보 전문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지시부 숫자 2, 3, 4, 5, 8, 9 및 0을 가진 군은 어떤 것도 분석 또는 예보 

전문에 반드시 포함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에서 임의군이다. 그러나 2p1p1p2p2, 

3H1H1H1H1, 5b1b1b2b2 군 중의 하나 또는 짝으로 된 군(3H1H1H1H1, 4H2H2H2H2)

은 자료 본문에 주어지는 변수에 대한 고도면 또는 층을 나타내기 위해서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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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해야 한다. a1a1a1/a2a2a2=080-089 변수를 보고할 때는 고도면이나 층을 꼭 

표시할 필요는 없다.

47.2.2  자료 본문에 주어진 변수가 기압면이나 두 기압면 사이의 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압면을 식별하기 위해 2p1p1p2p2 군을 사용한다. 변수가 고도면에 해당하면 고도

면을 식별하기 위해 3H1H1H1H1을 사용한다. 변수가 두 고도면 사이의 층에 해당

하면 고도면을 나타내기 위해 3H1H1H1H1 군과 4H2H2H2H2 군을 사용한다. 변수가 

특정고도에 해당되면 이들 특정고도를 나타내기 위해 5b1b1b2b2 군을 사용한다.

47.2.3  2p1p1p2p2 군으로 하나의 일정 기압면을 표시하면 p2p2는 99로 보고하며, p1p1은 

관련 기압면을 지정한다.

47.2.4  4H2H2H2H2 군은 정해진 두 고도면 사이의 층에 대해서만 자료가 전송될 때 포함한다.

47.2.5  하나의 특정고도만 5b1b1b2b2 군으로 표시하면 b2b2는 00으로 보고하며, b1b1은 

관련 특정 고도를 지정한다.

47.2.6  8utttt 군은 예보의 경우에만 포함하며, 9ubtbtbtb 군은 평균자료장이나 자료장 

변화의 분석과 예보의 경우에 포함한다.

주 : 어느 기간 동안 누적된 양(예 : 누적 강수량)은 초기값이 0과 같은 자료장 변화로 

간주한다. 

47.2.7  mm과 grgr 모두 숫자 부호 99에 해당되면 0 mmgrgr 군은 분석이나 예보 전문에 

포함되지 않는다.   

47.3 제2절 - WMO–No. 9, Volume B에 공표되지 않은 격자 도형

47.3.1  제2절은 격자 도형이 WMO–No. 9, Volume B에 정의되지 않았을 때만 포함한다.

47.3.2  숫자 부호 99는 제2절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나타내기 위해 제1절에서 grgr값으로 

사용된다.

47.3.3  분석 또는 예보전문이 분리된 부분으로 전송되고 제2절이 첫 부분에 사용되면 

이 절은 다른 부분에서 반복하지 않는다.

47.3.4  지리 격자는 지시부 숫자 1, 2, 3, 4, 5, 9와 0을 가진 군을 사용하여 표시한다.

47.3.5  22.5°에서 실제 축척인 메카트로 투영에서 직교 격자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지시

부 숫자 1, 2, 3, 4, 5, 9와 0을 가진 군을 사용한다.

47.3.6  60°에서 실제 극평사 투영에서 또는 30°와 60°나 10°와 40°에서 실제 축척인 

람버트 원추투영에서 직교 격자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원점이 극의 직교 좌표로 

정해지면 지시부 숫자 1, 6, 9, 0을 가진 군과 7iiii sxjjjj 군을 사용한다. 원점이 

지리 좌표로 정해질 때는 지시부 숫자 1, 6, 9, 0을 가진 군과 88LaLaLa 

QcLoLoLoLo 군을 사용한다.

47.3.7  극을 포함하지 않는 지리 격자와 메카트로 투영의 격자에서 2QcLaLaLa와 

3LoLoLoLo 군은 각각 격자의 북쪽과 서쪽 경계를 나타내며, 4QcLaLaLa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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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LoLoLoLo 군은 각각 격자의 남쪽과 동쪽 경계를 나타낸다. 2QcLaLaLa와 3LoLo 

LoLo 군으로 표시되는 점은 메카트로 투영에서 직교 격자의 경우 좌표계의 원점

이다. 그 점은 지리 격자의 경우에는 기준점이다.

47.3.8  북극을 둘러싼 극 지방을 포함하는 지리 격자의 경우에 2QcLaLaLa 군은 21900 

또는 27900으로 보고하며, 3LoLoLoLo 군은 4QcLaLaLa 군과 함께 기준점을 나타

내는데 사용된다. 4QcLaLaLa 군은 격자의 남쪽 경계를 나타내며 5LoLoLoLo 군은 

59999로 보고한다. 남극을 포함하는 극지방의 지리적 격자의 경우에 2QcLaLaLa 

군은 격자의 북쪽 경계를 나타낸다. 3LoLoLoLo 군은 2QcLaLaLa 군과 함께 기준

점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다. 4QcLaLaLa 군은 43900 또는 45900으로 

5LoLoLoLo 군은 59999로 보고한다.

47.3.9  극평사 또는 람버트 원추투영에서 직교 격자의 경우에 6QcLoLoLo 군은 상한과 

격자의 j축에 평행인 자오선의 값으로 나타낸 경도를 표시한다. j축은 이 자오선

을 따라 북극에서 남극으로 가는 방향을 양으로 취한다. 실제의 경도값은 직교좌

표가 왼손법칙*에 따르는 LoLoLo로 작성하며, 500씩 증가하는 실제 경도값은 

직교 좌표계가 오른손법칙*을 따르는 LoLoLo로 보고한다.

* j축의 양 방향으로 움직일 때의 “i” 좌표는 왼손법칙 좌표계에서 왼쪽에 위치한다. 오른

손법칙 좌표계에서 “j” 좌표는 오른쪽에 위치한다.

47.3.10 극평사 또는 람버트 원추투영에서 직교 격자의 경우에 7iiii 군과 sxjjjj 군은 

각각 극의 좌표 “i”와 “j”를 격자 단위와 1/10 단위로 나타낸다. 좌표계의 원점인 

“i”, “j”는 격자에서 가능한 모든 점을 포함하는 4각형의 구석에 위치시켜야 한다. 

이 4각형의 옆면은 주사되는 격자행에 평행이다.

47.3.11 9didididi 군은 실제 축척의 위도에서 i축을 따라 직교 격자의 격자 간격을 ㎞로 

나타내며, 지리적 격자에서는 위도권을 따라 1/10°로 격자 간격을 나타낸다. 

0djdjdjdj 군도 마찬가지로 직교 격자에서는 j축을 따라 지리 격자에서는 자오선을 

따라 격자 간격을 표시한다.

47.4 제3절 - 자료형식의 해설 및 자료내용

47.4.1  격자의 분석 또는 예보가 최적의 길이로 이루어진 여러 개의 분석 또는 예보 

전문으로 나누어 전송되면 1nananpis 군과 2n1n2q1q2 군을, 그리고 필요하면 지시부 

숫자 3과 4를 가진 군을 각 부분에 포함한다.

(a) 3usnrr rrrrr 군은 축척 단위와 a1a1a1로 나타내는 변수의 기준값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며, 사용된 축척 단위나 기준값이 부호표 a1a1a1/ a2a2a2 (0291)로 

정한 것과 다를 때만 포함한다.

(b) 4usnrr rrrrr 군은 축척 단위와 a2a2a2로 나타내는 변수의 기준값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며, 사용된 축척 단위나 기준값이 부호표 a1a1a1/ a2a2a2(0291)로 

정한 것과 다를 때만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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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2  a1a1a1/a2a2a2가 일기현상(부호표 0291의 숫자 부호 080-090)을 나타낼 때 n1/n2에 

대한 부호숫자는 1이 되며, 격자점과 보고되는 일기현상에 대한 자료내용은 현상의 

발생이나 강도를 표시하기 위해 부호표 0291에서 정한대로 (0, 1) 또는 (0, 1과 2)

에서 뽑은 하나의 숫자를 포함한다.

47.4.3  격자망의 폭 didididi의 변경이 필요할 때는 변경이 필요한 자료행의 자료 위치군 

k1k1ngng iaiaiajajaja 앞에 999IoIo 군을 삽입해야 한다. 분석 또는 예보전문을 출력

할때 999IoIo 군은 별개의 줄로 인쇄한다.

47.4.4  각 격자점에 대한 자료군 Ⅱ....Ⅰ에 보고되는 값은 하나 또는 두 개의 변수, 하나 

또는 두 개의 고도면, 또는 한 층에 속해야 한다. 변수(들)이 전문화되는 방법과 

고도나 층을 표시하는 방식 및 다양한 결합방법은 맞은 편 페이지의 표에 열거되어 

있다. 

47.5 제4절 - 점검집계

47.5.1  점검집계군은 전문작성에 컴퓨터를 사용하는 센터에만 해당된다.

47.5.2  1CsCsCsCs 군은 지시부 숫자 111을 포함하여 제 1절에 나타난 모든 숫자의 합계

를 표시한다.

47.5.3  2CsCsCsCs 군은 지시부 숫자 222를 포함하여 제 2절에 나타난 모든 숫자의 합계

를 표시한다.

47.5.4  3CsCsCsCs 군은 제3절의 지시부 숫자 2~6을 가진 군들과 함께 333 1nananpis 군의 

모든 숫자의 합계를 나타낸다.

변수의 수
변수에 

대한 고도면의 수

변수에 

대한 층의 수

격자점에 대한 자료군

Ⅱ....Ⅰ에 주어진 값의 의미

1. 1(a1a1a1) 

1(p1p1 또는 

H1H1H1H1 또는

b1b1)

-
고도면에 대한 변수값은 n1 

숫자로 주어진다.

2. 1(a1a1a1) -

1(p1p1과 p2p2

또는 H1H1H1H1 

과 H2H2H2H2)

층에 대한 변수값은 n1 숫자로 주어

진다.

3. 1(a1a1a1) 2(b1b1과 b2b2) -

b1b1로 주어지는 고도에 대한 변수값

은 n1 숫자로 주어지며, 그 뒤에는 

b2b2로 주어지는 고도에 대한 변수값

은 n2 숫자들로 주어진다.

4.
2(a1a1a1과 

a2a2a2) 

1(p1p1 또는

H1H1H1H1 또는

b1b1)

-

a1a1a1로 주어진 고도의 변수값은 n1 

숫자로 주어지며, 그 뒤에는 a2a2a2로 

변수값이 n2 숫자로 주어진다.

5.
2(a1a1a1과 

a2a2a2) 
-

1(p1p1과 p2p2

또는 H1H1H1H1 

과 H2H2H2H2)

a1a1a1로 주어지는 변수값은 n1 숫자로 

주어지며, 그 뒤는 a2a2a2 층에 대한 

변수값이 n2 숫자로 주어진다.

6.
2(a1a1a1과 

a2a2a2) 
2(b1b1과 b2b2) -

b1b1로 표시된 고도에 대하여  

a1a1a1층의 변수값은 n1 숫자로 주어

지며, 다음에 b2b2로 표시된 고도에 

대하여 a2a2a2 층의  변수값은 n2 

숫자들로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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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5  4CsCsCsCs 군은 제3절에 나오는 999IoIo k1k1ngng과 iaiaiajajaja 군의 모든 숫자에 

대한 점검집계를 나타낸다.

47.5.6  5CsCsCsCs 군은 제3절에 나오는 자료군 (sx)Ⅱ....Ⅰ의 숫자에 대한 점검집계를 

나타낸다.

47.5.7  6CsCsCsCs 군은 제4절의 이 군의 앞에 있는 모든 숫자에 대한 점검집계를 나타낸다.

47.6 제5절 - 분석 또는 예보 전문과 지시부 숫자 666 또는 777의 나머지 식별

제5절은 분석이나 예보전문 또는 그 부분에 항상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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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 49-IX GRAF 격자점 값의 처리자료 전보식(생략형식)

전문 형식

  제0절 GRAF FFNNN nnntnt nTnTa

  제1절  aa PPPP HHHH bb JJMM
YYGcGc ttt

  제3절  nana nqq usnrr rrrrr
kkngng iaiaiaj aj aj a II･･･I II･･･I ･････ ･････ II･･･I
･････ ･････ ･････ ･････ ･････ ･････ ･････
kkngng iaiaiaj aj aj a II･･･I II･･･I ･････ ･････ II･･･I
･････ ･････ ･････ ･････ ･････ ･････ ･････

  제5절  FFNNN nnntnt nTnTa   

주 :

(1) GRAF는 지도에 일정하게 분포한 일련의 격자점에 수치로 주어지는 처리자료(기상 및 다른 

지구물리 변수의 분석과 예보)를 전송하기 위한 생략전보식의 명칭이다. 이 전문은 컴퓨터는 

물론, 수작업에 의한 해독에도 적합하다.

(2) GRAF 전문 형식은 다음과 같은 일련의 간단화 가정을 도입함으로써 GRID전문 형식(FM 

47)에서 파생된다.

(a) 하나의 변수에 대한 자료만 포함

(b) 이 자료는 하나의 기압면, 하나의 고도면, 하나의 특정고도, 두 기압면 사이의 층에 관련

(c) 자료군은 하나의 격자점에만 해당

(d) WMO–No. 9, Volume B – Data processing에 공표되어 있는 격자점을 포함

(e) 자료행과 격자행이란 용어는 전문에서 교대로 사용

(3) GRAF로 보고되는 분석 또는 예보는 문자 GRAF로 식별된다.

(4) 전문 형식은 4개의 절로 나누어진다.

절 번호 식별 숫자군 내      용

0 - 분석 또는 예보 전문의 식별

1 111 분석 또는 예보 전문에 포함된 처리자료의 식별

3 333 자료형식의 해설 및 자료 내용

5 555
분석 또는 예보 전문과 지시부 숫자 666 및 777의 

나머지 식별(규정 49.1.4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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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의 - FM 47 GRID의 주(4) 참조

(6) 제0절은 분석 또는 예보 전문의 식별을 위하여 사용한다. 식별어 GRAF는 물론, 자료를 생산한 

자료처리센터(F1F2), 분석 또는 예보를 송신 목적으로 나누어진 부분의 수(n1n1), 분석 또는 

예보 전문에 포함된 부분의 일련번호(nn) 표시와 뒤따라오는 분석 또는 예보의 변수 형태가 

국제부호표 0291로 주어지는지 또는 국내부호표로 주어지는지를 나타내는 표시(nTnT)를 

포함해야 한다. 또한, 이 절은 사용된 격자체계(NNN)에 대한 참고자료도 제공한다. 격자 

식별부 NNN은 사용된 격자체계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WMO–No. 9, Volume B – Data 

processing를 참조한다.

(7) 제1절은 분석 또는 예보 전문으로 송신되는 처리자료에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며, 다음 요소로 

구성된다.

- 하나의 기상변수 또는 기타 지구물리 변수(a1a1a1)

- 변수와 관련된 고도면 또는 층(p1p1, p2p2, H1H1H1H1, b1b1)

- 생산자료와 관련된 시간 식별부(JJ, MM, YY, GcGc)

- GcGc 이후의 (ttt)시간인 예보 유효시간 

(8) 제3절은 자료군 Ⅱ....Ⅰ로 나타낸 분석 또는 예보 전문의 실제 자료내용을 포함한다. 보통 

수작업에 의한 해독에 편리하도록 자료군 사이에 공간을 두지만 공간을 생략할 수도 있다. 

자료군의 형식 특성과 자료군이 분석 또는 예보 전문에 배열된 방법은 이 절의 처음 두 군으로 

표시한다. 자료군 길이는 분석 또는 예보 전문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지만, 일단 주어진 분석 

또는 예보전문 안에서는 자료군 길이가 같아야 한다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9) 자료행은 k1k1로 번호가 매겨지며 자료군 Ⅱ....Ⅰ은 표준 주사 순서로 배열된다.

(10) 비정방형 격자의 경우 자료행의 첫 격자점의 위치는 기준점에 대한 좌표(iaiaiajajaja)로 주어지며 

직교 격자의 기준점은 고정된다. GRAF 전문의 경우 지리 격자점은 관련 WMO 간행물에 

포함된 데로 전문 전체를 통해 고정된 것으로 가정한다.

(11) 변수값의 보고는 일반적으로 a1a1a1 부호표에 표시한대로 통상적인 단위를 사용한다. 그러나 

이 단위에서 벗어나는 것도 축척인자(u)를 사용하여 나타낼 수 있다.(변경 단위 = 축척인자

×통상 단위). 예를 들어, 축척인자 0.1을 등압 높낮이 지오포텐셜 고도에 대한 통상 단위에 

적용하여 표준 지오포텐셜 미터로 바꿀 수 있다.

(12) 제5절은 분석 또는 예보의 나머지 식별에 대한 것이다.

전문 작성 규정

49.1 개요 

49.1.1  GRAF F1F2NNN 1nnntnt(2nTnTa10) 군은 분석 또는 예보 전문의 본문 첫 줄에 포함한다. 

주  : 임의군 2nTnTa10, nTnTa10이 0000일 때 이 군을 생략한다.

49.1.2  격자로 기술된 완성된 분석 또는 예보를 여러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송신해야 할 

경우 분석 또는 예보 전문의 본문에는 제0절, 제1절, 제3절과 제5절을 포함해야 

한다. 전문의 분리는 제3절의 적당한 자료행 끝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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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3  여러 개의 완성된 분석 또는 예보가 한 개의 편집전문에 연속해서 송신되는 경우 

각각은 제0절, 제1절, 제3절과 제5절을 포함해야 한다.

49.1.4  분석 또는 예보 전문은 뒤따르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 666군으로, 모든 부분이 

송신된 경우에 777군으로 끝내야 한다.

49. 2 제1절 - 분석 또는 예보 전문에 포함된 처리자료의 식별 

49.2.1  지시부 숫자 1, 6 및 7을 가진 군은 분석 또는 예보 전문에 항상 포함되어야 한다. 

2p1p1p2p2, 3H1H1H1H1 또는 5b1b100 군 중의 하나는 자료내용에서 주어지는 변수에 대한 

고도면 또는 층을 나타내기 위해 분석 또는 예보 전문에 항상 포함되어야 한다. a1a1a1 

변수가 080부터 090까지 보고되는 경우 고도면 표시는 의미가 없으므로 포함하지 않는다.

49.2.2  자료내용으로 주어진 변수가 기압면에 해당되면 2p1p1p2p2 군이 사용된다. p1p1은 

고도면을 표시하며 p2p2는 99로 보고한다.

49.2.3  자료내용으로 주어진 변수가 기압면 사이의 층에 해당되면 2p1p1p2p2 군을 사용

해야 한다. 윗 고도면은 p1p1으로, 아래 고도면은 p2p2로 표시한다.

49.2.4  자료내용으로 주어진 변수가 특정고도에 해당되면 5b1b100 군을 사용해야 하며, 

b1b1은 특정고도를 나타낸다.

49.2.5  81ttt 군은 예보의 경우에만 포함한다.

49.3 제3절 - 자료형식의 해설과 자료내용 

49.3.1  격자로 표시되는 완성된 분석 또는 예보가 최적의 길이로 이루어진 여러 개의 분석 

또는 예보 전문으로 나누어 송신되는 경우 1nana12, 2n10q1q2, 3usnrr 및 rrrrr의 

4개의 군은 각 부분에 포함되어야 한다. 

49.3.2  각 자료군은 1개의 격자점에만 해당된다. 그 결과 지시부 숫자 1을 가진 군의 

4번째 숫자는 항상 1이 되어야 한다. 

49.3.3  격자점은 항상 표준모드로 주사되어야 하며, q1은 0(자료군 사이에 공간이 있는 

경우)과 2(공간이 없는 경우)의 값을 갖는다. 

49.3.4  직각 격자의 경우 각 자료행은 k1k1으로 시작하며 사정에 따라 다음 중 하나의 

바로 뒤에 와야 한다.

(a) 자료군(q2의 숫자 부호 2), 또는

(b) 자료행당 자료군의 수 및 자료군(q2의 숫자 부호 4), 또는

(c) 자료행당 자료군의 수, 자료행의 첫 격자점 좌표 및 자료군(q2의 숫자 부호 5)  

49.3.5  a1a1a1이 기상현상(부호표 0291의 숫자 부호 080부터 090까지)을 나타낼 때, n1

에 대한 숫자 부호는 1이 된다. 이때 각 격자점과 보고되는 각 현상에 대한 자료 

내용은 현상의 발생 및 강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부호표 0291에 정해진(0, 1) 또는 

(0, 1 및 2)에서 선택된 하나의 숫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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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6  3usnrr rrrrr 군은 항상 포함한다. u는 a1a1a1으로 표시된 숫자의 축척인자를 

나타내고 snrr rrrrr은 기준값으로 사용된다. 자료내용에 있는 모든 값은 항상 

양이어야 한다. 그 결과 지시부 숫자 1을 가진 군의 마지막 숫자는 항상 2가 된다. 

음의 값은 적절한 기준값을 선택함으로서 제거한다. 기준값은 자료내용에 들어가는 

숫자의 수가 최소로 되도록 선택한다.

주 : 예를 보면, 값이 -27℃와 +11℃ 사이에서 변하는 기온장에서 기준값은 -27℃와 

-88℃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다. 낮은 온도값을 택하면 보고되는 숫자의 수는 증가

한다.(예를 들어, 기준값이 -89℃이면 +11℃가 100℃로 바뀜). 실용적인 이유에서 

기준값으로 -30℃를 선택하면 보고값은 +3과 +41 사이에 놓인다.

49.4 제5절 - 분석 또는 예보 전문과 지시부 숫자 666 또는 777의 나머지 식별

 제5절은 분석이나 예보 전문 또는 그 부분에는 항상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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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 50-XIII WINTEM 항공용 고층바람 및 기온예보 전보식

전문 형식

  제0절 WINTEM YFYFGFGFgFgF  







KMH또는KT또는MPS
  제1절 LaLaIaA LoLoLoIoB LoLoLoIoB ･････ LoiLoiLoi IoiB

TROP ntntnt ntntnt ･････ ntntnt

MAXW nmnmnmdmdm fm fm fm nmnmnmdmdm fm fm fm ･････ nmnmnmdmdm fm fm fm

Fnnn ddff fSTT ddf ffSTT ･････ ddf ffSTT
Fnnn ddff fSTT ddf ffSTT ･････ ddf ffSTT
･････ ･････ ･････ ･････ ････
Fnknknk ddff fSTT ddf ffSTT ･････ ddf ffSTT
LaLaIaA
TROP ntntnt ntntnt ･････ ntntnt

MAXW nmnmnmdmdm fm fm fm nmnmnmdmdm fm fm fm ･････ nmnmnmdmdm fm fm fm

Fnnn ddff fSTT ddf ffSTT ･････ ddf ffSTT
Fnnn ddff fSTT ddf ffSTT ･････ ddf ffSTT
･････ ･････ ･････ ･････ ････
Fnknknk ddff fSTT ddf ffSTT ･････ ddf ffSTT
･････ ･････ ･････ ･････ ････
･････ ･････ ･････ ･････ ････
LajLaj IajA
TROP ntntnt ntntnt ･････ ntntnt

MAXW nmnmnmdmdm fm fm fm nmnmnmdmdm fm fm fm ･････ nmnmnmdmdm fm fm fm

Fnnn ddff fSTT ddf ffSTT ･････ ddf ffSTT
Fnnn ddff fSTT ddf ffSTT ･････ ddf ffSTT
･････ ･････ ･････ ･････ ････
Fnknknk ddff fSTT ddf ffSTT ･････ ddf ffSTT

주 : 

(1) WINTEM은 항공용 고층바람 및 기온예보 보고를 위한 전보식 명칭이다.

(2) 예보자료는 지리 격자점 값을 보고한다.

(3) WINTEM 전보식은 WINTEM 문자로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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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보 형식은 다음과 같이 2개의 절로 구분된다.

절 번호 내      용

0 식별 및 예보자료의 유효시간

1 격자점 좌표 및 대류권계면고도, 최대풍고도와 비행고도의 자료군

(5) ICAO는 국제항공항행을 위한 ICAO Annex 3/WMO Technical Regulation (C.3.1)에 이 전문 

형식에 대한 항공요구 조건의 어떠한 사항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

전문 작성 규정

50.1 개요

50.1.1  전보식 명칭 WINTEM은 전보식에 항상 포함시켜야 한다.

50.1.2  인쇄 양식과 같이 WINTEM 전보식은 직접 해독할 수 있는 일람표로 구성되어 있다. 

50.2 제0절

50.2.1  제0절은 전보식의 첫 번째 줄에 포함시켜야 한다.

50.2.2  YFYFGFGFgFgF 군 다음에 한 칸을 띠우고 풍속단위 식별문자 부호인 KT 또는 

MPS 중 하나를 표시한다.

주 : 

(1) KMH, KT 및 MPS는 각각 kt와 m/s를 나타내는 ICAO 표준 약자이다.

(2) 풍속 단위는 국가별 결정에 따라 선택 사용한다. 그러나 ICAO Annex 5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의 기본단위는 m/s(MPS)이다. KT 단위는 사용중지 예정일까지 비 SI 대체 

측정단위로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

50.3 제1절

50.3.1  지리 격자점의 경계는 2개의 경도선과 2개의 위도선에 의한 사각형으로 표시된다.

50.3.2  격자점의 위도는 각 자료행의 첫머리에 포함되며, 위도의 가장 북쪽 격자점으로

부터 순서대로 보고한다. 

50.3.3  격자점의 경도는 제1절의 첫 번째 줄에 포함되며 동쪽 방향으로 왼쪽에서 오른쪽

으로 연속해서 배열한다.

50.3.4  예보자료를 포함하고 있는 전보식 중 정해진 줄의 n번째(nth) 숫자군에는 반드시

다음의 격자점 자료를 보고한다.

(a) 위도는 각각의 자료군의 가장 첫 머리에 포함시킨다.

(b) n번째 경도는 제1절의 첫 번째 줄에 포함된다.

50.3.5  제1절의 첫 번째 줄에 포함되는 격자점 경도군의 최대 수(예 : Lo
iLo

iLo
iLo

iB)의 지수 

i는 최다 7개를 초과할 수 없다.

주 : 통신의 원인을 제외하고는 전보식 내에서 격자점 위도군의 수는 제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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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6  제1절의 첫 번째 줄에 포함되는 격자점 경도군의 수가 7개를 초과할 때마다 별도의 

전문을 작성하며, 작성방법은 규정 50.3.5항에 따른다.

50.3.7  규정된 격자점에 관련된 자료는 다음의 내용에 순서대로 포함시킨다.

(a) 대류권계면고도

(b) 최대풍고도

(c) 지정 비행고도는 높은 고도에서 아래쪽으로 순서대로 보고한다.

50.3.8  대류권계면고도와/또는 최대풍고도 자료는 운항 목적을 위해 필요하지 않을 때 생략한다.

50.3.9  전보식에 포함되는 지정 비행고도의 수는 운항상 필요에 의한 예보 발표 관서의 결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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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 51-XIV TAF 공항예보 전보식

전문 형식









TAF AMD 또는TAF COR 또는TAF








 CCCC YYGGggZ 







NIL또는YYGGYYGG

  








dddf fGfm fm또는CNL     KT또는MPS









VVVV w′w′또는CAVOK









NsNsNshshshs또는 VVhshshs또는 NSC















TXTFTFYFYFGFGFZ TNTFTFYFYFGFGFZ


















PROB CC or
PROB CC TTTTT
또는 TTTTT









또는TTYYGGgg

YYGGYeYeGeGe








dddffG fm fm KT또는 MPS










VVVV
또는
CAVOK









w′w′또는NSW
















NsNsNshshshs또는 VVhshshs또는 NSC








주 :

(1) TAF는 공항예보를 보고하기 위한 전보식 명칭이다.

(2) 시․공간적으로 기상요소의 변동이 크고 현재의 예보기술의 한계 그리고 일부 기상요소 정의의 

적용 문제점 등이 있으므로, 예보 수요자는 예보에 포함된 특정 기상요소값은 예보기간 동안 

가장 발생 가능성이 높은 기상요소의 값으로 이해하고 사용해야한다. 같은 이유로 예보에 특정 

기상요소의 발생시간 또는 변화시간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발생 또는 변화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간을 표시하고 있다고 이해해야한다.

(3) 괄호군은 지역항공항행협정에 따라 사용한다.

(4) 공항예보 작성방법은 WMO-No. 49 – Technical Regulations [C.3.1]에 기술되어 있다.

(5) 부호문자 'AMD', 'CNL', 'COR', 그리고 'NIL'은 각각 예보의 ’수정‘, ’취소‘, ’정정‘, 그리고 ’생략‘을 

나타낸다.

전문 작성 규정

51.1 개요

51.1.1  전보식 명칭인 TAF는 개개의 공항예보의 첫머리에 포함시켜야 한다. 

51.1.2  YYGGggZ 군은 예보 작성의 날짜와 시간이 보고되도록 개개의 예보마다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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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3  예보 개황의 설명에는 최소한 바람, 시정, 일기, 구름 또는 연직시정의 정보값이 

포함되어야 한다.

51.1.4  예보는 Y1Y1G1G1에서 Y2Y2G2G2까지의 기간을 포함한다. 예보기간은 FMYYGGgg 

형태로 시간 지시군 TTYYGGgg를 사용하여 2개 이상의 독립된 예보 시간군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세한 기상상태에 관한 전체 예보는 항공예보 또는 FMYYGGgg 

로 구분한 독립예보군의 첫머리에 넣어야 한다. 만일 어느 기상요소값이 예보기간 

동안 또는 독립예보 시간군으로 구분한 시간대 내에서 중요한 기상변화를 할 

것으로 예상할 때는 기상상태 변화 전의 우세한 기상상태 예보군 다음에 1개 

이상의 변화군 TTTTT YYGG/YeYeGeGe를 추가 사용한다. 모든 변화군 다음에는 

규정 51.1.5항에 따라 기상요소의 수정 예보값이 들어가야 한다.

주 :

(1) 변화군에 포함시켜야 하는 중요 기상상태의 지정 기준은 WMO-No. 49 – Technical 

Regulations [C.3.1]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2) 규정 51.8.1항 참조

51.1.5  w′w′ 군과/또는 NsNsNshshshs 군 또는 VVhshshs 군은 보고해야 하는 일기현상이 

없거나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때는 이 군 사용을 생략한다. 변화군 

TTTTT YYGG/YeYeGeGe 다음에 들어가야 하는 예상 기상상태 변화내용이 변화 

전의 기상상태를 나타내는 부호화된 예보에 포함된 기상요소값과 크게 상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때는 변화군 기상요소값의 기술을 생략한다(규정 51.5.2항, 

51.6.1.7항과 51.6.3항 참조). 

그러나 어떤 구름에 대한 중요 변동사항을 예보하고자 할 때는 이 구름뿐만 아니라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타 중요 구름층과 구름덩이 구름군도 함께 

구름 예상군에 포함시켜야 한다. 

51.2 CCCC 군

51.2.1  ICAO 지역 지시부를 사용한다.

51.2.2  TAF 편집 전보군의 같은 예보가 2개 이상의 공항에 적용될 때는 각 해당 공항

마다 예보를 따로 발표한다. 하나의 지시부 CCCC만을 각 예보전문 앞에 붙여야 

한다.

51.3 

     
dddffGf

KT 또는
군

MPS

51.3.1  예상 평균 풍향풍속을 dddff로 표시하고 공백없이 바로 측정단위 KT 또는 MPS 

약자 중 하나를 붙여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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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 KMH, KT 및 MPS는 각각 kt와 m/s를 나타내는 ICAO 표준 약자이다.

(2) ICAO Annex 5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의 기본단위는 m/s(MPS)임. KT 단위는 사용

중지 예정일까지는 비 SI 대체 측정단위로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51.3.2  규정 15.5.2항과 15.5.4항을 적용한다.

51.3.3  평균풍속이 1.5 m/s(3 kt) 미만일 때만 ddd에 약자 VRB를 사용할 수 있다. 

그 이상의 풍속에서 가변풍은 하나의 풍향으로 예보할 수 없는 경우에만 포함한다.

51.3.4  최대풍속이 평균풍속보다 5 m/s(10 kt) 이상 강할 것으로 예상될 때는 최대풍속은 

dddff 다음에 바로 이어서 Gfmfm에 나타낸다.

주 : 변화군 다음에 풍속 변화값을 다시 보고할 때는 이와 같은 기준일 경우에만 Gfmfm 

군을 넣고, 그렇지 않을 때는 사용하지 않는다.

51.3.5  규정 15.5.6항을 적용한다.

51.4 VVVV 군

주 : 시정 전문은 ICAO Annex 5에 규정된 단위 m와 km를 기본으로 한다.

51.4.1  수평시정이 방향에 따라 다를 것으로 예상될 때 우세시정을 VVVV로 보고한다. 

우세시정이 예상되지 않으면 VVVV는 최단시정을 보고한다.

51.4.2  규정 51.7항을 적용한다.

51.4.3  시정 예보값은 규정 15.6.3항의 기준에 따른다. 

51.5 w′w′ 또는 NSW 군

51.5.1  중요 기상예보 w′w′의 포함은 규정 15.8항에 따른 해당 약어를 사용하여 다음 

일기현상의 발생을 예보할 때만 사용한다.

(a) 다음 일기현상의 시작․종료 또는 강도의 변화를 예상할 때

- 어는 강수

- 보통 또는 강한 강도의 비(소낙성 강수 포함)

- 먼지보라

- 모래보라

- 뇌우(강수 있음)

(b) 다음 일기현상의 시작 또는 종료

- 빙정

- 어는 안개

- 땅 날린 먼지, 모래 또는 눈

- 높은 날린 먼지, 모래 또는 눈

- 뇌전(강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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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콜

- 깔때기 구름(토네이도 또는 용오름)

- 기타 현상 : 기상당국, 항공교통서비스당국 및 관련 운영자가 동의한 부호표 

4678에 있는 기상현상.

51.5.2  중요 일기현상 w′w′가 끝났음을 표시하고자 할 때는 w′w′ 군 자리에 약자 NSW

(중요 일기현상 없음)를 넣는다.

      주 : 규정 51.8.3항 참조

51.5.3  규정 51.7항을 적용한다. 

51.6

     

NSNSNShShShS 또는

VVhShShS 또는

NSC

군

51.6.1  운량과 구름윗면 NsNsNshshshs

51.6.1.1 운량 NsNsNs는 각각 3개 문자의 약자 부호 FEW(1~2 okta), SCT(3~4 okta), 

BKN(5~7 okta) 또는 OVC(8 okta)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공백없이 바로 

운량의 구름밑면고도 hshshs 예보값을 넣는다.

51.6.1.2 51.6.1.4항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어느 구름군의 NsNsNs는 예보관이 구름밑면

고도가 hshshs가 될 것으로 예상한 층의 총운량이다.

51.6.1.3 구름군은 층의 높이와 운량이 다른 구름층 또는 구름덩이를 따로 예보하기 

위하여 반복 사용한다. 구름 예보군은 최대로 3개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적란운/또는 탑상적운이 예상될 때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51.6.1.4 구름군 예보에 포함되는 구름층 또는 구름덩이의 선택은 다음 예보기준에 따라야 

한다.

▪ 첫 번째 구름군 : 운량에 관계없이 가장 고도가 낮은 독립구름층(괴)의 구름은 

FEW, SCT, BKN 또는 OVC로 표시한다.

▪ 두 번째 구름군 : 첫 번째 구름층(괴) 바로 위에 있는 독립구름층(괴)의 구름

으로 운량 2 okta(3/8) 이상 되는 구름은 SCT, BKN 또는 OVC로 표시한다.

▪ 세 번째 구름군 : 두번째 구름층(괴)보다 높은 독립구름층(괴)의 구름으로 

운량 4 okta(5/8) 이상 되는 구름은 BKN 또는 OVC로 표시한다.

▪ 추가 구름군 : 위의 3개 구름군에 이미 포함되지 않은 적란운(Cb)과/또는 

탑상적운을 예보에 포함시키고자 할 때 사용한다.

▪ 구름군은 고도가 낮은 층으로부터 높은 층의 순서에 따라 포함한다.

51.6.1.5 예상 구름층(괴)의 구름밑면고도는 hshshs 형식에 따라 30 m(100 ft) 단위로 부호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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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1.6 적란운과 탑상적운 이외에는 예보에 운형을 포함하지 않는다. 적란운과 탑상적

운을 예상할 때는 구름군 다음에 공백없이 문자 약자 CB와 TCU를 바로 붙인다. 

같은 구름밑면고도에 CB와 TCU가 예상되면 운량은 CB와 TCU를 합한 총량을, 

구름형태는 CB로 나타낸다.

51.6.2  연직시정 VVhshshs

      하늘상태의 완전 차폐로 구름군을 예측할 수 없지만 연직시정값의 예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NsNsNshshshs 군 대신에 VVhshshs를 사용한다. 이 때 hshshs는 연직시

정으로 30 m(100 ft) 단위로 예보한다.

       주 : 규정 15.9.2항의 주(1) 참조

51.6.3  구름정보는 활동성 있는 중요한 구름에 한정한다. 즉, 1500 m(5000 ft) 아래 또는 

가장 높은 최저구역고도 아래의 두 값 중 높은 쪽 고도 아래의 구름과 적란운과 

탑상적운이 예상될 때이다, 이 기준을 적용할 때 적란운과 탑상적운이 없고 1,500 

m(5,000 ft) 또는 가장 높은 최저구역 고도의 두 값 중 높은 쪽 고도 이하에 구름

도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CAVOK가 적절하지 않을 때는 약자 NSC를 사용한다. 

51.6.4  규정 51.7항을 적용한다.

51.7 부호문자 CAVOK

    아래와 같은 기상상태가 동시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될 때는 VVVV, w′w′와 

NsNsNshshshs 또는 VVhshshs 군들 대신에 부호문자 CAVOK를 포함한다.

(a) 시정 : 10 km 이상

(b) 고도 1,500 m(5,000 ft) 또는 가장 높은 최저구역 고도의 두 값 중 높은 쪽의 

고도 미만에 구름이 없거나 적란운과 탑상적운도 없을 때.

(c) 중요한 일기현상이 없을 때(부호표 4678 참조)

주 : 규정 15.10항의 주 참조

51.8    

TTTTT YYGG/YeYeGeGe

또는

TTYYGGgg

군

51.8.1 이 군은 Y1Y1G1G1부터 Y2Y2G2G2까지의 예보 유효시간 사이의 중간시간인 

YYGGgg에 발생하거나 또는 YYGG와 YeYeGeGe 시간 사이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

되는 일부 또는 전체 기상요소값의 변화를 표시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 이 군들은 

Y1Y1G1G1에서 Y2Y2G2G2까지 또는 지정된 YYGGgg 기간에 예상되는 기상요소들을 

모든 자료군이 나타낼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한다.

주 : 

(1) 예보기간의 종료시간이 자정일 때는 YeYe는 자정 이전 날짜로 나타내고, GeGe는 24로 나타낸다

(2) 규정 51.1.4항의 주(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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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2 FMYYGGgg(YYGGgg 시간부터) 형식의 시간지시군 TTYYGGgg는 YYGGgg로 

나타낸 독립예보군의 시작을 나타낸다. FMYYGGgg 군을 사용하면 FMYYGGgg 군 

앞에 기술된 모든 예보상태가 FMYYGGgg 군 다음의 예보 기상상태로 갱신된다는 

뜻이다.

51.8.3 BECMG YYGG/YeYeGeGe 형식의 변화군 TTTTT YYGG/YeYeGeGe는 YYGG에서 

YeYeGeGe 사이의 불특정 시간에 일정 또는 불규칙적인 변화율을 보이면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상상태의 변화를 예보할 때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YYGG로부터 

YeYeGeGe까지의 시간 간격은 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어떤 경우라도 최장으로 

4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변화군 다음에는 변화가 예상되는 모든 기상요소에 대한 

예보내용이 뒤따라야 한다. 만일 시간변화군 다음에 들어가는 기상상태 예보군에 

특정 기상요소의 자료가 들어 있지 않을 때는 규정 51.1.5항에 따라 Y1Y1G1G1으로

부터 Y2Y2G2G2 시간까지 앞서 기술된 예보 요소에 큰 변화가 없으며 이 예보 내용이 

그대로 유효하다는 것을 뜻한다.

주 : 더 이상의 변화가 예상되지 않으면 BECMG YYGG/YeYeGeGe 군 다음에 기술하는 

상황이 YeYeGeGe부터 Y2Y2G2G2까지 우세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 경우 일련의 변화군 

BECMG YYGG/YeYeGeGe 또는 FMYYGGgg 군을 사용한다.

51.8.4 TEMPO YYGG/YeYeGeGe 형식의 변화군 TTTTT YYGG/YeYeGeGe는 빈번히 또는 

가끔씩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일시적인 기상변동상태를 예보할 때 사용하며, 

일단 발생한 기상변동상태는 지속시간이 1시간 미만이고 총 변동 지속시간 합계가 

YYGG/YeYeGeGe로 표시한 예보 유효시간의 1/2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할 때만 

사용한다. 

주 : 

(1) 수정 예보 기상상태가 1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는 규정 51.8.2항 또는 

51.8.3항에 따라 예보를 작성한다. 즉, YYGG 또는 YYGGgg 시간 앞의 기상예보군 

내용과 상이한 기상상태가 예상될 때는 이 예보군의 앞과 끝 부분에 변화군 BECMG 

YYGG/YeYeGeGe 또는 FMYYGGgg가 들어가야 한다. 

(2) 예보내용을 분명히 하고 애매한 해석을 피하기 위하여 변화지시부 사용을 신중히 하고 

변화군의 수는 가급적 최소한으로 한다. 특히, 예보 대상기간이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TAF 유효예보기간 내의 어느 특정 시간대에 우세한 기상상태에서 가능한 

기상변동상태 하나만을 선택하여 예보에 포함한다. FMYYGGgg에 의한 예보기간의 

세분화는 예보기간 동안 발생이 예상되는 중요한 변화가 많을 경우 복잡한 예보가 

되는 것을 피한다.

51.9 PROBC2C2 YYGG/YeYeGeGe 군

51.9.1  정해진 예보기간 동안 예보한 기상요소의 변동 예상값 발생 확률을 표현하고자 

할 때는 변동 예상값 바로 앞에 PROBC2C2 YYGG/YeYeGeGe 군을 넣는다. C2C2는 

30과 40만을 사용하며 이것은 발생 확률이 각각 30%와 40%임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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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변동 발생 확률로 표시하고자 하는 내용을 실제 예보값과 비교하여 30% 이상이 

될 때만 PROB 군을 사용한다. 다만, 변동 발생 확률이 50% 이상일 때는 각각 해당 

변화군 BECMG, TEMPO 또는 FM을 사용하여 예보한다.

51.9.2  일시적인 변동 상황을 표현하고자 할 때도 발생 확률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같은 

경우 PROBC2C2 군은 변화군 TEMPO 바로 앞에 들어가고 시간군 YYGG/ 

YeYeGeGe는 TEMPO 다음에 넣는다(예를 들면, PROB30 TEMPO 2922/3001).

51.9.3  PROBC2C2 군은 변화 지시군 BECMG 또는 시간 지시군 FMYYGGgg 군과 함께 

사용할 수 없다.

51.10 (TXTFTF/YFYFGFGFZ TNTFTF/YFYFGFGFZ) 군

51.10.1 YFYFGFGFZ로 표시된 시간의 예상 최고 및 최저기온을 나타내기 위하여 최고기온 

예상은 문자 지시부 TX를, 최저기온 예상은 문자 지시부 TN을 TFTF 앞에 

공백없이 바로 붙인다. 최대값은 4개까지 포함한다. 즉, 최고기온 예상값 2개, 

최저기온 예상값 2개이다. 

 51.10.2  예보 기온이 -9℃~+9℃일 때는 앞에 0을 붙인다. 기온이 영하일 때는 문자 ‘M'을 

붙여 기온이 영하임을 나타낸다. 

51.11 수정 공항예보

전문 형식의 수정 공항예보인 경우에는 TAF 자리에 TAF AMD를 사용하고, 이 것은 

원래의 TAF 전체 잔여 유효시간에 대한 예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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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 53-X ARFOR 항공용 공역예보 전보식

전문 형식

  제1절 ARFOR YYGGggZ YYGGGG   








KMH 또는KT 또는MPS








  AAAAA VVVV 

www  










NsNsNshshshs또는VVhshshs또는SKC or 









    hththth fh fh f IchihihitL BhBhBhBtL

hxhxhxThTh dhdh fh fh fh  h′ph′pTpTp
  제2절  QLaLaLoL h′ jh′ j fj fj fj 

  제3절  h′mh′m fm fm fm dmdmvv
  제4절 innn

주 : 

(1) ARFOR은 숫자 부호로 된 특정 공역예보의 보고를 위한 전보식 명칭이다.

(2) FM 51 TAF의 주(2)와 (3) 참조

(3) 전문 형식은 다음과 같이 4개의 절로 구분된다.

절 번호 식별 숫자군 내      용

1 - 공역예보 식별부, 시간군, 공역예보

2 11111 제트류 자료(임의 사용)

3 22222 최대풍 및 연직바람 시어자료(임의 사용)

4 - 현상 보충설명 자료

* 2, 3, 4절만을 따로 송신할 수 없으며 반드시 1절과 함께 송신한다.

(4) ICAO는 국제항공 항행을 위한 ICAO Annex 3/WMO Technical Regulations [C.3.1]에 이 전문 

형식에 대한 항공요구 조건의 어떠한 사항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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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작성 규정

53.1 제1절

53.1.1  각 공역예보 앞에는 먼저 전보식 명칭 ARFOR이 들어가고, 필요한 경우에 

YYGGggZ 군을 그 다음에 넣는다.

       주 : 규정 51.1.2항 참조

53.1.2  Y1Y1YG1G1G2G2 군 다음에는 한 칸을 띄우고 풍속의 측정단위인 KMH, KT 또는 

MPS 약자 중 하나를 표시한다. 

주 : 

(1) ICAO 표준약자인 KMH, KT, MPS는 각각 km/h, kt, 그리고 m/s를 나타낸다

(2) 풍속 단위는 국가별 결정에 따라 임의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ICAO Annex 5에서 규

정하고 있는 풍속의 기본단위는 km/h(KHM)이다. KT 단위는 사용중지 예정일까지는 

비 SI 대체 측정단위로서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 

53.1.3  규정 51.1.3항과 51.1.4항을 적용한다.

53.1.4  AAAAA 군

AAAAA 군에 평문 대신 부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역 협정으로 정한 부호를 

사용한다. 

RA Ⅱ는 AAAAA 군 자리에 평문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53.1.5  (VVVV) 군 

53.1.5.1 시정 예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군의 사용은 생략한다.

53.1.5.2 규정 51.4항을 적용한다.

53.1.6  (w1w1w1) 군 

53.1.6.1 이 군은 다음의 기상현상을 예보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 열대저기압, 강한 스콜선, 우박, 뇌전, 현저한 산악파, 광범위한 모래보라 또는 

먼지보라, 어는 비

53.1.6.2 지역항공항행협정에 따라 약자(부호표 4691) 형태의 해당 부호를 덧붙일 때는 

그 약자를 w1w1w1 숫자 다음에 공백없이 바로 붙여 써야 한다.

53.1.7

       

NSNSNShShShS 또는

VVhShShS 또는

SKC 또는NSC

군

규정 51.6.1항부터 51.6.3항까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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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8  7hthththfhfhf 군

53.1.8.1 여러 층을 형성하고 있는 구름층의 해면상 구름밑면고도와 구름윗면고도값 모두 

예보하고자 할 때는 각 층마다의 구름군과 7군을 짝지워 보고한다. 

53.1.8.2 0℃ 등온층은 예보에 포함시키지만 구름윗면고도를 예보하지 않는 경우에 7군은 

7///hfhfhf와 같이 된다. 만일 구름군은 2개이고 0℃ 등온층은 하나만을 예보에 

포함시키고자 할 때는 규정 53.1.8.1항에 따라 예보군의 순서는 구름군, 7군, 

구름군, 7군이 되고 두 번째 7군은 7hththt///와 같이 된다. 만일 하나의 구름군과 

2개의 0℃ 등온층을 예보하고자 할 때는 구름군, 7군, 7군의 순이 되며 이때 

두 번째 7군은 7///hfhfhf가 된다.

53.1.9  6Ich ih ih itL 군

53.1.9.1 필요하면 이 군은 착빙의 한 가지 이상의 형태 또는 한 층 이상의 착빙을 나타

내기 위하여 반복 사용할 수 있다.

53.1.9.2 착빙형태와 관계없이 층의 두께가 2700 m 이상일 때 반복하고, 두 번째 층의 

밑바닥은 앞 군에서 언급된 층의 꼭대기와 일치해야 한다. 

53.1.10 5BhBhBhBtL 군

착빙에 관한 53.1.9.1항과 53.1.9.2항은 난류의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한다.

53.1.11 (4hxhxhxT hT h dhdhfhfhfh) 군

이 군은 항상 함께 사용하고 기온과 바람을 예보하고자 할 때는 각 층의 값을 

반복 사용한다.

53.1.12 (2h′ph′pT pT p) 군

이 군은 대류권계면 자료를 예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생략한다.

53.2 제2절

53.2.1  제2절은 제트류 자료를 예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생략한다.

53.2.2  QLaLaLoLo h′jh′jf jf jf j 군은 제트류 중심축이 특정지역의 대부분을 지나가고 있거나 

여러 지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을 때는 제트류 중심축의 위치와 바람을 

나타내기 위하여 반복 사용한다.

53.3 제3절

53.3.1  최대풍은 예보하고 연직바람시어는 예보하지 않을 때는 이 절의 마지막 군은 

dmdm// 형식으로 보고한다.

53.3.2  연직바람시어만을 예보하는 경우에는 h′mh′mfmfmfm 군은 생략하고 dmdmvv군은 

//vv와 같은 형식으로 보고한다.

53.4 제4절 9i3nnn 군 

53.4.1  91P2P2P2, 92FtLaLa, 93FtLoLo, 94FtGG 군을 사용하는 경우 이들은 언제나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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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마지막 부분에 들어가야 한다. 92FtLaLa, 93FtLoLo, 94FtGG 군은 전선의 

위치와 전선 통과 시간과 더불어 전선 종류를 표시 할 때 사용한다. 전선 통과 

기간의 일기상태는 별도로 표시한다. 예를 들면, 예보기간을 별도로 구분하거나 

또는 96GGGp와 97GGGp 군의 사용 또는 이 2가지 방법을 혼용하여 표시한다.

53.4.2  예보는 G1G1부터 G2G2까지의 확장된 기간을 포함한다. 변화군 96GGGp 또는 

97GGGp는 유효시간 내의 시간인 GG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몇 개 또는 전체 

기상요소값의 변동사항을 표시 할 때 사용한다. 이 변화군은 G1G1부터 GG 사이 

기상요소의 예보값을 나타내기 위하여 모든 자료군이 필요할 때만 사용한다. 

변화군 다음에는 GG부터 Gp 시간 사이에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기상요소의 변동상황을 기술한다. 변화군 다음의 자료군 내에 새로운 기상요소값에 

대한 언급이 없을 때는 G1G1부터 GG까지의 기상요소값이 그대로 계속 유효하다

는 것을 의미한다. 96GGGp 군을 사용하면 변화군 다음의 자료군 내의 기상요소

값이 Gp 종료시간 후에도 계속 유효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2번째 

변화군을 사용하여 GG시간 이후의 예상 기상상태로 나타낸다.

       주 : 지역항공항행협정에 따라 변화군 9i3nnn 군에 대응하는 평문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호표 1864에 명시된 바에 따라 표기한다. 

53.4.3  96GGG p 군

53.4.3.1 Gp를 0으로 한 변화군 96GGGp 군은 GG로 나타낸 독립 예보의 시작을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이와 같은 경우 변화군 96GG0 앞에 기술된 모든 내용은 

변화군 다음의 내용으로 모두 대치된다.

53.4.3.2 GG부터 Gp시간 사이의 불특정시간에 일정하거나 불규칙적인 변화율을 보이면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상상태의 변화는 Gp를 1~4까지 사용한 변화군 

96GGGp를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Gp의 시간간격은 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어느 경우라도 최대 4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53.4.4  97GGG p 군

Gp를 1~9까지 사용한 97GGGp 군은 빈번히 또는 가끔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일시적인 기상 변동 상태를 예보할 때 사용하며, 일단 발생한 기상 변동 상태는  

지속시간이 1시간 미만이고 총 변동지속시간의 합계가 Gp로 표시한 예보 유효기

간의 1/2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할 때 사용한다. 만일 GG+9시간보다 더 큰 Gp가 

필요하다면 예보를 나누어야 한다. 

주 : 

(1) 수정예보 기상상태가 1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는 규정 53.4.3.1항 또는 

53.4.3.2항에 따라 예보를 작성한다. 즉, GG 시간 앞의 기상예보군 내용과 상이한 

기상상태를 예보할 때는 이 예보군의 앞과 끝 부분에 변화군 96GGGp를 사용한다.

(2) 예보내용을 분명하게 하고 애매한 해석을 피하기 위하여 변화지수를 주의 깊게 고려

하고 최소화한다. 특히, 예보 대상기간이 중첩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ARFOR의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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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중 지배적인 예보조건에 대해 하나의 가능한 변화만을 정상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일기 조건에 대한 여러 유의한 변화가 예보기간 중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보가 너무 복잡해지므로 96GG0에 의해 예보기간을 세분화 한다. 

53.4.5 9999C 2 군

53.4.5.1 9999C2 군은 예보한 기상요소의 변동 예보값의 발생확률 또는 일시적인 변동

상태의 발생확률을 예보에 포함시키고자 할 때 사용한다.

주 : 변동발생 확률로 표시하는 내용을 실제 예보값과 비교하여 30% 이상이 

될 때만 9999C2 군을 사용한다. 다만, 변동발생 확률이 50% 이상일 때는 

해당 변화군 96GGGp 군을 사용한다.

53.4.5.2 예보한 기상요소의 변동 예보값 발생확률을 예보에 포함시키고자 할 때는 

9999C2 군이 먼저 들어가고 바로 이어 관련 시간군 99GGGp이 들어간다. 

관련 예보 기상요소값 바로 다음에 들어가야 하는 9999C2 99GGGp 군 뒤에는 

앞의 기상요소값을 대치하는 새로운 예보값이 들어가야 한다.

주 : 규정 53.4.6항 참조

53.4.5.3 일시적 변동상황의 발생확률을 예보에 포함하고자 할 때는 변화군 97GGGp  

바로 앞에 9999C2 군이 들어간다.

53.4.5.4 9999C2 군은 변화군 96GGGp와 함께 사용할 수 없다.

53.4.6  99GGG p 군

확률군 9999C2와 96GGGp 군을 함께 사용하면 새로운 예보군의 기상상태가 GG

부터 시작하여 Gp 시간 동안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53.4.7  지역항공항행협정에 따라 변화군 9i3nnn에 대응하는 평문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호표 1864에 따라 표기한다.

53.5 수정 공역예보

전문화된 수정 공역예보인 경우에는 ARFOR 자리에 ARFOR AMD를 사용하고, 

이때는 원래의 전체 ARFOR 잔여 유효시간에 대한 예보가 모두 들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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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 54-X ROFOR 항공용 항공로예보 전보식

전문 형식

  제1절 ROFOR YYGGggZ YYGGGG  KT 또는MPS 
CCCC QLaLaLoLo CCCC izzz
VVVV  www NsNsNshshshs hththth fh fh f IchihihitL
BhBhBhBtL hxhxhxThTh dhdh fh fh fh  h′ph′pTpTp

  제2절  QLaLaLoLo h′ jh′ j fj fj fj 

  제3절  h′mh′m fm fm fm dmdmvv
  제4절 innn

주 :

(1) ROFOR은 2개의 특정 공항간 항공로에 숫자 부호로 표시한 항공로예보 보고 전보식 명칭이다.

(2) FM 51 TAF의 주 (b)와 주 (c) 참조.

(3) 전문 형식은 다음과 같이 4개 절로 구분된다.

절 번호 식별 숫자군 내        용 

1 - 항공로예보 식별부, 시간군, 항공로예보

2 11111 제트류 자료(임의 사용)

3 22222 최대풍 및 연직바람시어 자료(임의 사용)

4 - 현상 보충 설명 자료

* 2, 3, 4절만을 따로 송신할 수 없으며 반드시 1절과 함께 송신한다.

(4) ICAO는 국제항공 항행을 위한 ICAO Annex 3/WMO Technical Regulations [C.3.1]에 

이 전문 형식에 대한 항공요구 조건의 어떠한 사항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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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작성 규정

54.1 제1절

54.1.1  개개의 항공로예보 앞에는 먼저 전보식 명칭 ROFOR가 들어가고 필요한 경우에는 

YYGGggZ 군을 그 다음에 넣는다.

      주 : 규정 51.1.2항 참조

54.1.2  항공로예보의 내용은 G1G1 부터 G2G2 사이의 시간 동안 항공로상의 모든 지점 

또는 모든 구간에서 유효한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54.1.3  Y1Y1G1G1G2G2 군 다음에는 한 칸을 띄우고 풍속의 측정단위인 KMH, KT 또는 

MPS 약자 중 하나를 표시한다.

주 :

(1) ICAO 표준약자인 KMH, KT, MPS는 각각 km/h, kt 그리고 m/s를 나타낸다. 

(2) 풍속 단위는 국가별 결정에 따라 임의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ICAO Annex 5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의 기본단위는 km/h(KMH)이다. KT 단위는 사용 중지 예정일까지는 

비 SI 대체 측정단위로서 계속하여 사용 할 수 있다.  

54.1.4  규정 51.1.3항과 51.1.4항을 적용한다.

54.1.5  항공로상의 예상 기상상태를 표시할 때는 다음의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한다.  

(1) 항공로를 몇 개의 구간(i2=0~5까지)으로 나눈 다음에 개별 구간을 비행하는 

시간 동안에 만나게 되는 모든 예상 기상상태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한다. 

예상 기상요소값이 실제 비슷한 경우에는 5° 단위 예보구역(i2=5)으로 같이 

묶어서 나타낼 수 있다.

(2) 항공로상의 몇 개 지점(i2=6~9까지)을 선택한 다음에 이 지점의 예상 기상상

태를 예보한다. 항공로상에서 예상되는 여러 일기현상과 바람상태의 대표적인 

특성을 모두 나타내야 하므로 충분한 양의 예보대상 지점을 선정한다.

54.1.6  항공로 표시

54.1.6.1 예보가 적용되는 항공로는 그 양단 공항을 국제적인 4자리 문자 지역 지시부 

CCCC를 사용하여 표기한다. 항공로상의 예보를 더욱 상세히 구분 표시하기 

위하여 많은 예보지점을 추가하고자 할 때는 QLaLaLoLo 군을 CCCC 군들 사이에 

넣어 나타낸다. 

54.1.6.2 항공로상의 구체적인 예보는 첫 번째 CCCC 군으로 표시한 출발공항에서 시작한다.

54.1.6.3 0i2zzz 군은 각 예보구간 또는 지점예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들어가야 한다.

54.1.6.4 규정 51.2.1항을 적용한다.

54.1.7  예보 기상요소

규정 53.1.5항에서 53.1.12항의 관련사항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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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제2절

    규정 53.2.1항과 53.2.2항을 적용한다.

54.3 제3절

    규정 53.3.1항과 53.3.2항을 적용한다.

54.4 제4절 9i3nnn 군

54.4.1  규정 53.4.1항을 적용한다.

54.4.2  규정 53.4항에 추가하여 항로상의 일기변화를 나타낼 필요가 있을 때는 951//, 

952LaLa, 953LaLa, 954LoLo, 955LoLo 군 또는 이를 대체하는 해당 평문 설명자료

(부호표 1864 참조)를 사용하여 표시한다.

54.4.3  규정 53.4.2항부터 53.4.7항까지 적용한다.

54.5 수정 항공로예보

    전문화된 수정 항공로예보인 경우에는 ROFOR 자리에 ROFOR AMD를 사용하고, 

이 때는 원래 ROFOR의 잔여 유효시간에 대한 예보가 모두 들어가야 한다.



FM 57 RADOF

- 120 -

FM 57-IX RADOF 방사능 이동경로 예보 전보식(도착시간과 장소 지정)

전문 형식

  제0절 RADOF FFYrYrGrGr YYGG YYGGGpGp  







IIiii또는
D････D 









AAMMJJJ YaYaGaGagaga LaLaLaLaA LoLoLoLoLoB
hrhrhrhrih

  제1절  Y Y G G gg LaLaLaLaA LoLoLoLoLoB hhhh

nnnIS XXXsnaa XXXsnaa
 Y Y G G gg LaLaLaLaA LoLoLoLoLoB hhhh

nnnIS XXXsnaa XXXsnaa
･････ ･････ ･････ ･････ ･････

･････ ･････ ･････
 j j Y jY jG jG jgjgj LajLajLajLajA LojLojLojLojLojB hjhjhjhj

nnnIS XXXsnaa XXXsnaa
  제2절  Y Y G G gg LaLaLaLaA LoLoLoLoLoB hmhmhmhmizsnsisisp

544444444  Y Y G G gg LaLaLaLaA LoLoLoLoLoB hmhmhmhmizsnsisisp

･････ ･････ ･････ ･････ ･････
･････ ･････ ･････

j j Y jY jG jG jgjgj LajLajLajLajA LojLojLojLojLojB hmhmhmhmizsnsisisp

*  고정 육상관측소에만 해당

** 해상 또는 이동식 육상관측소에만 해당

주 :

(1) RADOF는 지정된 도착 예정시간과 장소에 대하여 방사능의 이동경로 예보를 보고하기 위한 

전보식 명칭이다.

(2) RADOF 전문은 RADOF란 단어에 의해서 식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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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문 형식은 다음과 같이 3개 절로 구분된다.

절 번호 식별 숫자군  내        용 

0 -

예보를 발표한 자료처리센터와 발표시간, 경로, 산출에 이용된 

분석/예보의 초기 시간, 방사능 경로예보 자료의 유효시간, 이동

경로와 관계되는 사건 식별(관계 활동 또는 설비, 시간과 장소)

1 111jj

방사능 오염의 도착시간과 이동장소(관련있는 동위원소의 질량과 

원소이름)의 지정과 관련된 방사능의 예보량, 각 장소에서 지표면

의 오염물질 농도(총베타량)

2 222jj 시간과 이동장소 지정, 관련 혼합고도, 안정도 지정, 각 장소 구분

전문 작성 규정

57.1 개요

57.1.1  전보식 명칭 RADOF는 개개 RADOF 전문의 첫머리에 반드시 포함한다.

57.1.2  인쇄된 형식일 때 RADOF 전문양식은 자료 해독표의 특성을 그대로 나타내야 한다.

57.1.3  절의 사용

57.1.3.1 방사능 이동경로 예보는 적어도 제0절과 제1절의 처음 5개 군을 항상 포함한다.  

57.1.3.2 대기 중 감마 조사량의 방사능 이동경로 예보의 경우에 제1절은 예보 시간과 

장소의 방사능 예상량이 millisievert(mSv)의 단위로 6XXXsnaa 군이 처음 5개 

군에 추가하여 포함되어야 한다.

57.1.3.3 베타의 총량을 포함한 동위원소의 대기오염에 대한 방사능 경로 예보일 경우에 

제1절은 동위원소 질량과 원소 이름, 예보시간과 장소의 방사능 예상량이 Bq 

m-3의 단위로 5nnnIS 6XXXsnaa 군이 처음 5개 군과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

57.1.3.4 관련자료가 있을 경우 지표면의 방사능 물질의 농도(총베타량)를 Bq m-3 단위

로 예보하도록 7XXXsnaa 군을 포함한다.

57.1.3.5 관련 예보자료가 있을 경우 제2절은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혼합고도/또는 

안정도지수, 종류를 나타내기 위해서 방사능 경로 예보에 포함한다.

주 : 일반적으로 혼합고도와 안정도지수, 종류를 제공하는 정보의 밀도가 덜 밀집하므로 

제2절에 포함되는 연속시간과 예보장소가 반드시 제1절과 일치할 필요는 없다.

57.2 제0절

57.2.1  이 절의 군은 전문의 첫줄을 구성한다.

57.2.2  F1F2YrYrGrGr Y0Y0G0G0 군

F1F2는 예보를 생산한 자료처리센터를 나타내며, 뒤따라 (YrYrGrGr)로 예보발표 

일자와 시간을, 그리고 (Y0Y0G0G0)는 경로를 산출하는데 이용된 분석/예보의 초

기 일자와 시간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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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3 Y1Y1G1G1GpGp 군

경로예보는 Y1Y1G1G1으로 시작하는 GpGp를 포함한다.

57.2.4

     







IIiii또는
D D  









   
AAMMJJJ YaYaGaGagaga LaLaLaLaA LoLoLoLoLoB hrhrhrih 군

     이 군은 경로예보와 관련된 사고(관련활동 또는 설비, 시간과 장소)를 식별하기 

위해 포함한다.

57.3 제1절

57.3.1  111jj는 지시군, YjYjGjGjgjgj는 오염의 도착 예정시간, La
jLa

jLa
jLa

jALo
jLo

jLo
jLo

jLo
j

Bhjhjhjhj는 예보지점의 위치군으로 위도와 경도를 도와 분 단위로, 평균 해발고도

를 m로 나타낸다. 이 군은 전문 내용 바로 다음 행에 처음 5개 군으로 나타낸다

주 : 일련번호 jj=01~99는 뒤따르는 예보지점 위치의 자료 행의 수를 나타낸다. 

57.3.2  6XXXsnaa는 방사능 예보량으로 그 앞에 동위원소의 질량과 원소의 이름인 

5nnIS가, 그 뒤로는 지표면의 오염물질(총베타량)인 (7XXXsnaa)가 위치군을 

따라 같은 자료행에 포함된다.

57.3.3  몇 개의 동위원소가 같은 시간과 장소에 예보될 때는 5nnIS 6XXXsnaa 군은 

필요한 만큼 반복한다.

주 : 직접 해독 자료표의 특성을 갖도록 시간과 위치군은 반복되지 않고 빈칸으로 남겨둔다.

57.3.4  이 절의 관련군으로 이루어진 전문의 자료행은 다른 이동경로 지점에 대한 예보의 

경우에 필요한 만큼 반복한다.

57.4 제2절

57.4.1  식별군 222jj는 관련자료가 있을 때 오염물질의 도착 예정시간과 예보지점 위치

군은 본문 다음 처음 4개 군에 포함시켜야 한다.

      주 : 규정 57.3.1항 참조

57.4.2  혼합고도의 자료 hmhmhmhm 또는 안정도 지수와 범위인 izsnsisisp는 위치군에 

뒤따라 같은 자료행에 포함된다. iz는 부호표 1859(안정도 지수, 예보값은 부호표 

sn에 의해 변화된 sisi 값으로 나타낸다. sp는 부호표 3847에 의해 작성된다.) 

Pasquill-Gifford의 안정도 범위를 적용한다.

57.4.3  규정 57.3.4항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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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 61-IV MAFOR 선박예보 전보식

전문 형식

  MAFORYYG G  AAAam GDFmWm VSTxTn  DKPwHwHw

주 : MAFOR는 선박예보 보고를 위한 전보식 명칭이다..

전문 작성 규정

61.1 개요

61.1.1  전보식 명칭  MAFOR는 개개 선박예보 전문의 앞에 둔다.

61.1.2  전보식 명칭 MAFOR는 MAFOR 기상예보 편집전문의 첫 번째 행에 포함되며 

개개 예보 전문에 MAFOR 그 자체는 보고하지 않는다. 

61.2 YYG1G1/ 군

이 군은 전체 예보 또는 몇 개의 예보가 유효한 기간의 시작일자(월의 일자)와 시간

(UTC)을 나타내고, 여러 지역(AAA)에 대한 예보가 하나의 전문으로 보고하는 경우 

반복 사용하지 않는다.

61.3 0AAAam 군 

61.3.1  이 군은 전체 예보 또는 몇 개의 예보와 관련된 해역을 나타낸다.

61.3.2  예보해역의 지리적인 지명을 지시부 AAAam 대신으로 사용한다면 이 군 위치에 

삽입한다.

61.4 1GDFmWm  (2VSTxTn)  (3DkPwHwHw) 군

61.4.1  이 일련의 예보군은 해당 해역의 예보상황의 변화를 나타내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반복 보고할 수 있으나 사용한 군의 수는 엄격히 줄이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만일 첫 번째의 1GDFmWm 군(G=1~8)과 다음의 임의군이 사용된다면 이 군은 

YYG1G1/ 군으로 나타낸 시각으로부터 발효하여 G로 표시된 예보기간 동안 계속

됨을 의미한다. 후속되는 1GDFmWm(G=1~8) 군은 바로 앞의 1GDFmWm (G=1~8) 

군으로 나타낸 예보기간의 끝난 시각으로부터 발효되는 예보를 나타낸다. 어떤 

현상이 같은 기간에 가끔 발생하는 예보에 대해서는 1GDFmWm 군(G=9)은 

1GDFmWm (2VSTxTn) (3DkPwHwHw) (G=1~8)에 뒤따라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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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예보에 주어진 요소의 특정값은 근사값으로 이해해야 하며, 요소와 관련된 예보기간과 

지역에 대한 예보의 신뢰도 있는 평균값을 나타내는 것으로 적절히 해석해야 한다.

61.4.2  1GDFmWm 군

      이 군은 예보기간, 예보풍의 풍향과 풍속 그리고 날씨 예보를 나타낸다.

61.4.3  2VSTxTn 군

     이 임의군은 시정, 해상 상태, 기온의 극값 예보를 나타낸다.

61.4.4 3DkPwHwHw 군

61.4.4.1 이 군은 임의의 군으로 예보 파랑의 방향과 주기 및 높이를 나타낸다.

61.4.4.2 여러 방향으로부터 발생한 파랑이 예상되는 경우 가장 긴 주기의 파랑이 이동

해오는 방향을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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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 62-VIII TRACKOB 선박 항로 해면관측 전보식

전문 형식

  제1절 M iM iM jM j YYMMJ

  제2절 GGgg Q cLaLaLaLa LoLoLoLoLo
mTmsmcic snTwTwTw SSSS 

ddcc 

  제3절 D････D

주 :

(1) TRACKOB는 선박의 항로에 따라 관측한 연속적인 해면의 자료를 보고하기 위한 전보식의 

명칭이다..

(2) 하루 동안 선박의 항로를 따라 같은 날짜에 행해진 관측을 포함하는 TRACKOB는 

MiMiMjMj=NNXX와 YYMMJ 군에 의하여 식별되고 선박의 호출부호 D....D에 의해서 끝난다.

(3) 편집본은 여러 개의 TRACKOB 보고를 포함한다.

(4) 전문 형식은 다음과 같이 3개 절로 구분된다. 

절 번호 식별 숫자군  내        용 

1 - 식별부 및 날자 보고 자료

2 - 시각, 위치, 평균기간, 해면 변수의 보고 자료

3 - 선박 호출부호

전문 작성 규정

62.1 개요

    전보식 명칭 TRACKOB 자체는 보고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62.2 제1절

    제1절은 개개 전문 본문의 첫 행에 포함된다.

62.3 제2절

62.3.1  GGgg/QcLaLaLaLa LoLoLoLoLo 군은 개개의 관측마다 항상 포함한다. 선박의 위치는 

관측의 시작과 마지막의 중간위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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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2  하나의 TRACKOB 보고에서 4mTmsmcic 군은 처음 관측에 대해서만 포함되고 평균 

방법이 같으면 다음 관측에는 생략한다. 평균 방법에서 어떠한 후속변화가 발생할 

때는 계속 이어지는 평균 방법을 사용한 처음 관측은 반드시 이 군을 포함한다.

62.3.3  자료가 입수될 때 9dodococo 군은 표면 해류의 속도가 0.05 m/s(0.1 kt)미만인 

경우 90000으로 보고한다.

62.4 제3절

    선박 호출부호 D.....D는 TRACKOB 보고의 마지막에 들어가고 개별 보고는 끝낸다. 

선박 호출부호가 없는 경우는 D....D 대신 ‘SHIP’을 사용한다.

62.5 RTACKOB 보고의 편집본

    같은 선박 또는 다른 선박에서 보내온 여러 개의 TRACKOB 보고에서 개개 

TRACKOB 보고는 항상 제1절, 제2절 및 제3절을 포함하고, 제2절은 규정 62.3.4

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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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 63-XI BATHY 수중 온도 관측 전보식

전문 형식

  제1절 MiMiMjMj YYMMJ GGgg QcLaLaLaLaLa LoLoLoLoLoLo iuddff snTTT

  제2절 k IXIXIXXRXR zzTTT zzTTT ･････ znznTnTnTn
zz zzTTT ･････ znznTnTnTn


  제3절  ZdZdZdZd kDcDcVcVc

  제4절 







D････D또는
 Abwnbnbnb

주 :

(1) BATHY는 수중온도 관측 보고를 위한 전보식의 명칭이다.

(2) BATHY 보고 또는 BATHY 편집본은 MiMiMjMj(부호표 2582 참조)에 의하여 식별된다.

(3) 전문 형식은 다음과 같이 4개 절로 구분된다. 

절 번호 식별 숫자군  내        용 

1 - 식별과 위치자료, 바람과 기온(임의)

2 8888 관측장비 종류와 특이점 수심 또는 선택된 수심의 수온

3 66666 해저 수심 및 표면 해류(임의)

4 -  또는

99999
선박 호출부호 또는 위치 식별군 A1bwnbnbnb

전문 작성 규정

63.1 전보식 명칭 BATHY 자체는 보고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63.2 제1절

63.2.1  개개 BATHY 전문이 편집본에 포함되더라도 MiMiMjMj를 첫 번째 군으로 보고한다.

63.2.2  QcLaLaLaLa LoLoLoLoLo 군

      위치는 위치 측정장비 능력에 따라 0.1°, 0.01°, 0.001° 단위로 보고한다. 0.1° 

단위면 QcLaLaLa// LoLoLoLo//로, 0.01° 단위면 QcLaLaLaLa/ LoLoLoLoLo/로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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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3  풍향과 풍속값의 보고를 위하여 FM 13 SHIP 규정을 적용한다.

      주 : 풍속 단위는 iu(부호표 1853)에 표시된다.

63.3 제2절

63.3.1  IxIxIxXRXR은 필수군이며 8888k1 군 바로 다음에 보고한다.

63.3.2  특이점 깊이에서의 수온 값은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수온의 연직구조를 재현하는 특징이 충분할 것.

(b) 등온층의 위와 아래를 명확히 나타내는 점을 취할 것.

(c) 500 m 깊이 까지는 세부 자료에 손실이 있어도 관측층을 20층 미만으로 한다. 

63.3.3  00000 군은 마지막 온도군에서 보고되는 가장 낮은 곳의 온도로 실제 해저층의 

온도일 때만 포함된다.

63.4 제3절

63.4.1  이 절의 포함은 국가별 결정에 의한다.

63.4.2  제2절에 00000 군이 포함될 때는 1ZdZdZdZd 군은 생략한다.

63.5 제4절

보고에 포함되지 않은 선박 호출부호 D....D 또는 위치표시군 A1bwnbnbnb와 함께 

보내는 식별숫자군 99999는 자료를 수신하는 해안 무선국 또는 편집본에 자료를 

포함시키는 국가수집센터에서 적절히 추가한다.

주 :

(1) 규정 12.1.7항 참조.

(2) 규정 18.2.3항의 주 (1), (2) 및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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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 64-XI TESAC 해상관측소의 수온, 염도 및 해류관측 전보식

전문 형식

  제1절 MiMiMjMj YYMMJ GGgg QcLaLaLaLaLa LoLoLoLoLoLo iuddff snTTT

  제2절 kk IXIXIXXRXR zzzz TTTT SSSS

zzzz TTTT SSSS･････ ･････ ･････
znznznzn TnTnTnTn SnSnSnSn 

  제3절 kkk zzzz ddccc
zzzz ddccc･････ ･････
znznznzn dndncncncn 

  제4절  ZdZdZdZd

  제5절 







D････D또는
 Abwnbnbnb

주 :

(1) TESAC는 해상관측소의 수온, 염분 및 해류에 대한 관측보고 전보식의 명칭이다.

(2) TESAC 보고 또는 TESAC 편집본은 MiMiMjMj(부호표 2582 참조)로 식별한다.

(3) 전문 형식은 다음과 같이 5개 절로 구분된다. 

절 번호 식별 숫자군  내        용 

1 - 식별과 위치자료, 바람 및 기온(임의)

2 888 특이점 또는 선택된 수심의 수온과 염분자료

3 66 선택된 또는 특이점 수심의 해류자료(임의)

4 55555 해저의 층 깊이(임의)

5
- 또는

99999
선박호출부호 또는 위치표시군 A1bwnbnbnb

전문 작성 규정

64.1 전보식 명칭 TESAC 자체는 보고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64.2 제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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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1  개개의 TESAC 보고가 편집본에 포함되더라도 식별군 MiMiMjMj는 첫 군에 넣어야 

한다.

64.2.2  QcLaLaLaLa LoLoLoLoLo 군

      위치는 위치 측정장비 능력에 따라 0.1°, 0.01°, 0.001° 단위로 보고한다. 0.1° 

단위이면 QcLaLaLa// LoLoLoLo//로, 0.01° 단위이면 QcLaLaLaLa/ LoLoLoLoLo/로 

보고한다. 

64.2.3  풍향과 풍속값의 보고를 위하여 FM 13 SHIP 규정을 적용한다.

      주 : 풍속 단위는 iu(부호표 1853)에 표시된다.

64.3 제2절

64.3.1  IxIxIxXRXR은 필수군으로 8888k1 군 바로 다음에 보고한다.

64.3.2  수온과 염분이 특이점 깊이에서 보고된다면, 그 값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수온과 염분이 연직구조를 재현하는 특징이 충분할 것.

(b) 등온층/등염분층의 위와 아래를 명확히 나타내는 점.

(c) 500 m 깊이까지는 세부 자료에 손실이 있어도 관측층을 20층 미만으로 한다. 

64.3.3  수온과 염분은 선택된 특이점 깊이의 값을 보고한다. 특이점을 선정하는 기준은 

수온과 염분 연직구조의 특성에 근거한다. 어느 특정 깊이에서 요소의 하나가 

측정될 수 없을 경우는 이에 해당하는 군은 생략한다.

63.3.4  00000 군은 제2절 마지막 군에 보고되는 가장 낮은 깊이에서 수온(염분)이 실제 

해저층의 수온(염분)일 때만 포함된다.

64.4 제3절

    이 절의 보고는 국가별로 결정한다.

64.5 제4절

64.5.1  이 절의 보고도 국가별로 결정한다.

64.5.2  이 절은 00000군이 제2절에 포함된 경우는 생략한다.

64.6 제5절

    보고에 포함되지 않은 선박 호출부호 D....D 또는 위치표시군 A1bwnbnbnb와 함께 

보내는 식별숫자군 99999는 자료를 수신하는 해안 무선국 또는 편집본에 자료를 

포함시키는 국가수집센터에서 적절히 추가한다.

주 :

(1) 규정 12.1.7항 참조.

(2) 규정 18.2.3항의 주 (1), (2) 및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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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 65-XI WAVEOB 해상관측소 또는 원격 플랫폼(항공기 또는 위성)의 파랑

스펙트럼 전보식

전문 형식

제0절 MiMiMjMj  










D････D또는Abwnbnbnb또는III










**  YYMMJ GGgg  









IIiii또는QcLaLaLaLa LoLoLoLoLo








IaImIp hhhh HsHsHsHs PpPpPpPp HmHmHmHm  PaPaPaPa
HseHseHseHse PspPspPspPsp PsaPsaPsaPsa dddddsds

제1절 BTBT SSSS D′D′D′D′ BB fffx fdfdfdx ･････
BB n fn fn fnx nfdfdfdx

제2절 x CmCmCmnmnm cccc cccc ･････ n cn cn cncn
or ncncn

제3절 x CsmCsmCsmnsmnsm cscscscs cscscscs ･････
ncsn csn csncsn or ncsncsn

제4절  dadadada rrrr dadadada rrrr ･････
ndaldaldada nrrrr

제5절 Ib AAAx dddsds AAAx dddsds ･････
nAnAnAnx ndndndsds

*   고정된 육상관측소의 보고에만 사용

**  해상관측소 또는 원격 플랫폼의 보고에만 사용

주 :

(1) WAVEOB는 해상관측소 또는 항공기나 위성 플랫폼의 파랑 스펙트럼 보고 전보식 명칭이다.

(2) WAVEOB 보고는 MiMiMjMj=MMXX로 식별한다.

(3) 전문 형식은 다음과 같이 6개 절로 구분된다.(제1~5절은 임의), 그러나 제2절, 제3절, 제4절 

또는 제5절 중 하나라도 있으면 제1절도 반드시 포함한다. 

절 번호 식별 숫자군  내       용 

0 -

식별 자료(종류, 부이번호, 일시, 위치) 주파수 또는 파수, 계산법, 

관측소 종류, 수심, 유의파고 및 스펙트럼 최대주기 또는 파장, 

그리고 임의변수

1 111 표본추출간격과 파랑기록 기간(또는 길이) 및 측정대역폭

2 2222
heave Sensor로부터 구한 1차원 스펙트럼 최대밀도 및 최대

값에 대한 개개 스펙트럼의 밀도 비율

3 3333
Slope Sensor로부터 구한 1차원 스펙트럼 최대밀도 및 최대

값에 대한 개개 스펙트럼의 밀도 비율

4 4444
제1절에서 기술한 대역폭의 파랑 방향 함수 평균 및 중요 

파랑방향과 첫 번째, 두 번째 정규화된 극 푸리에 계수 

5 5555
주파수 또는 파수에 의한 방향 스펙트럼 또는 1차원 스펙트

럼과 분산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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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작성 규정

65.1 개요

65.1.1  전보식 명칭 WAVEOB 자체는 보고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65.1.2

       MiMiMjMj 










D････D또는Abwnbnbnb또는III










   YYMMJ  GGgg/ 









IIiii또는
Q cLaLaLaLa LoLoLoLoLo

군의 사용

       주 : 규정 18.2.3항의 (1), (2) 및 (3) 참조 

65.1.2.1 개개 WAVEOB 보고는 편집본에 포함되는 것에 관계없이 식별군 MiMiMjMj를 

최초의 군으로 포함해야 한다.

65.1.2.2 해상관측소는 D....D 군 또는 A1bwnbnbnb 군으로 식별되고, 그 위치는 

QcLaLaLaLa  LoLoLoLoLo 군으로 나타낸다. 위성은 I6I6I6//군으로, 항공기는 

I6I6I6//군을 /////로 보고한다. 고정 해상관측소(해양관측소와 계류부이는 제외)

는 운용국이 지상 관측소와 같은 범주에 속하는 경우 그 관측소의 식별 및 

위치는 IIiii 군으로 나타낸다.

          주 : 자료는 해상관측소 또는 원격 플랫폼(항공기 또는 위성)으로부터 보고된다.

65.1.2.3 해상관측소(해양관측소와 계류부이 포함) 보고에서 위도 및 경도는 관측소의 

실제 위치를 보고한다. 위성과 항공기의 경우 위도와 경도는 관측지점의 거의 

정확한 중심을 나타낸다.

65.1.3  제0절 및 제1절의 사용

65.1.3.1 제 0절에서 위치군 다음의 첫 세 개의 자료군은 자료가 주파수나 파수로 표현

되면 자료의 계산방법, 플랫폼 형태, 수심(m 단위), 유의파고(cm 또는 1/10 m 

단위) 및 스펙트럼의 최대 주기(1/10초 단위) 또는 최대파장(m 단위)을 포함한다. 

임의 군을 포함하는 경우는 최대 파고, 평균 주기 또는 평균 파장, Slope 

Sensor로부터 구한 유의파고 추정값과 스펙트럼 최대 주기 또는 최대 파장, 

Slope Sensor로부터 구한 평균 주기 또는 평균 파장, 그리고 우세파가 오는 

방향과 분산 방향을 포함한다.

65.1.3.2 제1절에 절을 나타내는 식별자와, 이 절에서 보고하는 대역의 총 수, 표본 추출 

간격(1/10초 또는 m 단위), 파랑의 0.1초 단위 주기 또는 m 단위 파장, 다음 

2개 군의 대역번호(BB), 첫 번째 중심 주파수(Hz 단위) 또는 중심 파수(m-1 

단위) 그리고 다음 주파수의 중심을 구할 때의 증가분(Hz 단위) 또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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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수의 중심을 구할 때의 증가분(m-1 단위)과 관련된 지수를 포함한다.

         주 : 첫 번째 중심 주파수 또는 중심 파수의 값과 nfnfnfnx nfdfdfdx 군의 증가분에서  소수점은 

숫자의 왼쪽에 나타낸다. 예를 들어, 중심 주파수에 대한 13004, 11004 군은 0.300×10-1 

Hz의 첫 번째 중심 주파수와 증가분 0.100× 10-1 Hz로 해석된다.(제2절의 최대 스펙트럼 

밀도값 CmCmCm 또는 제3절의 CsmCsmCsm은 같은 방식으로 전문을 작성한다) 

65.1.3.3 BB=00의 경우를 제외하고, 첫 번째의 중심 주파수나 중심 파수 및 다음의 중심 

주파수 또는 중심 파수의 증가분(BB를 앞에 둠)을 보고하는 2개의 군은 대역의 

분포를 나타내는데 필요한 만큼(n회) 반복한다.

         주 : 자료군의 수가 9개보다 많을 때는 10번째의 군을 나타내는 지시숫자 n은 0, 11번째 

군을 나타내는 지시수 n은 1이 된다. 

65.1.3.4 증가분이 없어서 다음 n개의 군이 실제의 중심 주파수나 중심파수가 될 때 

BB=00으로 보고한다. 

         주 : 자료군이 9개보다 많을 때는 규정 65.1.3.3항의 주를 적용한다.

65.1.4  제2절과 제3절 사용

65.1.4.1 제2절에는 절을 나타내는 식별자 및 heave sensor로 구한 일차원 스펙트럼의 

최대값(CmCmCm)을 주파수는 m2/Hz, 파수는 m3 단위로 첫 번째 자료군에 관련된 

3개의 숫자로 된 지수를 포함한다. 일차원 스펙트럼의 최대값이 있는 대역번호

(nmnm)는 그 값과 동일한 군에 포함한다. 그 뒤의 군은 최대값에 대한 개개의 

스펙트럼의 비율(C1C1~CnCn )을 백분율(00~99)로 포함시킨다. (00은 0 또는 

100%를 뜻함) 

주 : 

(1) 규정 65.1.3.2항의 주 참조

(2) 비율 0과 100%의 혼돈은 최대 대역번호(nmnm)가 이미 표시되었기 때문에 생기지 않는다.

65.1.4.2 비율을 포함하는 각 군은 그 군의 최초 대역번호의 단위 값을 나타내는 홀수로 

시작한다. 따라서 번호 1은 1번째와 2번째, 11, 12번째 또는 21, 22번째 등 

대역의 값을 나타낸다. 맨 마지막 군은 대역수가 짝수이면 2개의 비율을, 홀수

이면 1개의 비율을 포함한다. 홀수 대역의 경우 그 군 마지막의 2문자는 //로 

표시한다. 

65.1.4.3 제3절에는 절의 표시자와 Slope Sensor로 구한 일차원 스펙트럼 자료를 포함

한다. 절의 표시자를 제외한 사항은 규정 65.1.4.1항 및 65.1.4.2항을 적용한다.

65.1.5  제4절 사용

제4절에는 절의 표시자, 지정 대역으로부터 구한 파랑의 평균 방향과 주방향의 

자료군의 쌍, 진북 방위, 4도 단위, 그리고 푸리에계수로부터 구한 첫 번째와 

두 번째의 표준화 극 좌표를 포함한다. 이 군의 쌍은 제1절에서 보고한 대역의 

총 수를 나타내는데 필요한 만큼(n회) 반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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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 자료군의 쌍의 수가 9개보다 많을 때는 규정 65.1.3.3항의 주를 적용한다.

(2) 다가오는 파랑의 평균 파장과 주 방향은 00(실측값은 358° 이상 2° 미만)부터 

89(실측값은 354° 이상 358° 미만)까지이다, 99는 대역의 에너지가 주어진 한계값 

이하임을 나타낸다.

(3) 동일한 군에서 각 대역 da1da1 및 da2da2를 다음 군의 대역 r1r1 및 r2r2와 함께 배열함

으로써 해면상태를 빠르게 눈으로 점검할 수 있음.

(4) da1da1≈da2da2이고 r1r1>r2r2 이면 da1da1 및 da2da2의 공통값에 의해 주어진 방향에 단일 

파랑이 있음을 표시한다.

(5) ｜da1da1 - da2da2｜> 2 이고 r1r1<r2r2이면 해면상태가 거칠고 파랑에너지의 방향을 

간단히 추정할 수 없다.

65.1.6  제5절 사용

      이 절에는 절의 표시자, 절의 자료가 방향 스펙트럼인지 또는 일차원 스펙트럼인지를 

나타내는 지시부호(Ib), 처음부터 n번째까지의 스펙트럼 또는 파수, 1~n까지 스펙트

럼에 대한 4도 단위의 파랑이 오는 방향과 1도 단위의 방향 분산을 포함한다.  

주 : 

(1) 일차원 스펙트럼을 보고할 때는 방향과 방향 분산을 포함하는 군은 생략한다.

(2) 완전한 방향 스펙트럼은 전체 스펙트럼을 나타내는데 필요한 만큼 반복해서 보고한다. 

부분적인 방향 스펙트럼은 모든 방향의 주파수 또는 파수대역에서 가장 큰 스펙트럼

을 선택하고 이들 각 주파수 또는 파수대역으로 보고한다. 두 번째의 최대값은 만일 

모든 방향의 스펙트럼이 보고되지 않을 때는 작성하지 않아도 좋다.

(3) 일차원 주파수 스펙트럼은 m2/Hz 단위, 일차원 파수 스펙트럼은 m3 단위로 계산한다. 

완전한 방향 주파수 스펙트럼은 m2/Hz․radian 단위, 완전한 방향스펙트럼은 m4 단위, 

주파수 또는 파수에 대한 불완전한 방향 스펙트럼의 단위는 각각 m2/Hz 또는 m3 이다. 

즉 주파수 대역의 총 적분에너지는 바로 최대값으로 주어진다. 스펙트럼이 

0.100×10-5보다 작을 때는 0의 값을 사용해야 한다. 높은 주파수에서 모든 스펙트럼

이 0이 되는 경우 마지막 0이 아닌 스펙트럼의 다름에 한해 0이 필요하고 그 밖에는 

보고할 필요가 없다.

(4) 스펙트럼이 m2과 같은 적분 단위로 주어질 때 전문 단위로 교환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문제의 주파수 전후에 있는 주파수 대역 중심점의 주파수대를 결정함에 의해서 

대역폭을 계산하며, 적분된 스펙트럼은 이렇게 계산된 대역폭에 따라 분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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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 67-VI HYDRA 수문관측소의 수문관측 전보식

전문 형식

  제1절 M iM iM jM j YYGG AC i  BBiH iH iH

  제2절  XHsHsHsHs ･････ ･････ GGgg

  제3절  XQQQeQ ･････ ･････ GGgg

  제4절  tpRRRR ･････ ･････

  제5절  tsnTtTtTt ･････ ･････

  제6절  EEEEE DDDss

주 : 

(1) HYDRA는 수문관측소의 수문관측자료를 보고하기 위한 전보식 명칭이다

(2) HYDRA 전문이나 HYDRA 편집 전문군은 MiMiMjMj=HHXX에 의해 식별된다.

(3) HYDRA 전문 형식은 6개 절로 구성된다.

제1절 : 식별문자, 관측일자 및 시간, 관측소 식별(1 또는 2개 군 사용)

제2절 : 수위에 관한 수문자료

제3절 : 유량에 관한 수문자료

제4절 : 강수, 적설에 관한 자료

제5절 : 기온 및 수온에 관한 자료

제6절 : 강, 호수나 저수지에 있는 얼음상태에 관한 자료

지역협의회는 전문 형식의 2, 3, 4, 5, 6절이 그 지역에 있는 국제유역에 대한 수문자료 전송을 

위한 위임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한편, 국가별로 이러한 위임 절을 정의할 수 있다.

(4) 괄호안의 군 사용

괄호속의 군은 임의군으로 조건에 따라 전문에 포함될 수도 있다.

(000ACi) 이 군의 사용은 전문이 국내에서 필요할 때는 임의로 선택되지만 국제적인 교환을 

위해서는 이 군은 포함되어야 한다. 

(GGgg) 이 군의 삽입은 지역적으로 결정하거나 필요에 따라 국가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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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작성 규정

67.1 개요

67.1.1  전보식 명칭 HYDRA는 전문에 포함되지 않는다.

67.1.2  식별군 MiMiMjMj, YYGG 000ACi는 동일 지역과 국가별로 동시에 작성되어 

HYDRA 관측전문으로 구성된 전문군 본문의 첫 번째 줄에 포함되어야 한다.

67.1.3  수문관측소의 식별 

(a) 국제전문에서 000ACi BBiHiHiH 두 군은 수문관측소의 완전한 식별을 위해 

사용된다. 

(b) 국내전문에서 000ACi 군은 생략할 수 있다.

67.1.4  개개의 전문은 편집 전문군에 포함되는 것과 관계 없이 수문관측소의 위치를 항상 

BBiHiHiH로 보고한다. 여기서 BB는 유역의 국제적 지시군이며, iHiHiH는 관측소의 

식별번호이다. 추가로 만일 전문이 국제간 교환이라면 편집 전문군의 첫 번째 줄에 

있는 BBiHiHiH 앞에 000ACi 군을 넣어야 한다.

67.1.5  어느 절의 자료가 전송되지 않을 때 그 절의 지시군은 생략될 수 있다.

67.2 절

67.2.1  제2절, 제3절, 제4절과 제5절 안에 있는 군은 X, tp와 t의 숫자 부호가 증가하는 

순서로  배열되어야 한다.

67.2.2  만일 얼음상태가 하나의 현상만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같은 숫자 부호를 E1E1과 

E2E2 군에 사용되어야 한다. 만일 얼음상태가 두 가지 현상으로 표시되는 경우는 

E1E1과 E2E2 군에 두 개의 다른 숫자 부호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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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 68-VI HYFOR 수문예보 전보식

전문 형식

   제1절     HYFOR AC i  BBiH iH iH

   제2절      FHHSHSHSHS FHHsHsHsHs MY Y G G  MY Y G G  ･････ ･････ ･････ ･････

   제3절      FHQ Q Q eQ FHQ Q Q eQ MY Y G G  MY Y G G  

･････ ･････ ･････ ･････

   제4절      P iMY Y  P iMY Y 

주 : 

(1) HYFOR은 수문예보의 전송을 위한 전보식 명칭이다.

(2) HYFOR 전문 형식은 4개 절로 구성된다.

제1절 : 전보식 명칭, 관측소 식별(하나 또는 두 개 군 사용)

제2절 : 수위예보, 예보발효 일시 또는 예보유효기간의 시작과 종료 일시

제3절 : 유출예보, 예보발효 일시 또는 예보유효기간의 시작과 종료 일시

제4절 : 얼음 현상예보 및 예보유효기간의 시작과 끝나는 일시

지역협의회는 전문 형식의 제2절, 제3절 및 제4절이 그 지역에 있는 국제유역에 대한 수문예

보자료 전송을 위한 위임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국가별로 이러한 위임 절을 정의할 수 있다.

(3) 괄호 안의 군 사용

괄호 안의 군은 임의군으로 조건에 따라 전문에 포함될 수도 있다.

(000ACi) 이 군의 사용은 예보가 국내에서 필요할 때는 협의로 선택되지만 국제 교환을 위해

서는 이 군은 포함되어야 한다. 

(M2Y2Y2G2G2) 이 군은 수문예보가 일정한 기간에 적용되는 경우에만 사용된다.

전문 작성 규정

68.1 개요

68.1.1  전보식 명칭 HYFOR는 개개 예보의 서두에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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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2  식별군 HYFOR 000ACi는 동일지역과 동일국가의 수문관측소에 대한 HYFOR 

예보를 구성하는 편집 전문군의 본문의 첫째 행에 포함되어야 한다.

68.1.3  규정 67.1.3항이 적용된다.

68.1.4  규정 67.1.4항이 적용된다.

68.1.5  어느 절에 대한 예보가 전송되지 않을 때는 그 절의 지시 군은 생략한다.

68.2 절

68.2.1  제2절, 제3절 및 제4절의 군은 FH 및 Pi의 숫자 부호가 증가하는 순서로 배열한다.

68.2.2  제2절, 제3절에서 FH=8 또는 9의 경우 한 개 군 M1Y1Y1G1G1만은 예보 발효일자

를 보고하는데 사용되며, FH=1, 2, 3, 4, 5, 6, 7의 경우는 2개의 군 M1Y1Y1G1G1, 

M2Y2Y2G2G2는 각각 예보발효 예상 기간의 시작과 종료일시를 보고한다. 

68.2.3  제2절, 제3절에서 예보의 값(수위나 유량)이 변하는 경우는 FH의 값은 같은 FH 

숫자 부호로 시작하는 2개의 연속군으로 보고한다. 이 경우 첫 번째 군은 예보의 

최저값을, 두 번째 군은 최고값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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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 71-XII CLIMAT 육상관측소의 월 기후자료값 전보식

전문 형식

   제0절 CLIMAT MMJJJ IIiii

   제1절  PPPP PPPP snTTTststst snTxTxTxsnTnTnTn
eee RRRRRdnrnr SSSpspsps mpmpmTmTmTxmTn
mememRmRmSmS

   제2절  YbYbYcYc PPPP PPPP snTTTststst snTxTxTxsnTnTnTn
eee RRRRnrnr SSS ypypyTyTyTxyTx yeyeyRyRySyS

   제3절  TTTT TTTT TnTnTxTx RRRR

RRRR RRRR ssss sss

ffffff VVvVVV

   제4절  snTxdTxdTxdyxyx snTndTndTndynyn snTaxTaxTaxyaxyax
snTanTanTanyanyan RxRxRxRxyryr iwfx fxfxyfxyfx
DtsDtsDgrDgr iyGxGxGnGn 

주 :

(1) CLIMAT는 육상관측소의 월 기후값 보고를 위한 전보식의 명칭이다.

(2) CLIMAT 전문 형식은 다음과 같이 5개 절로 구성된다. 

(3) RA Ⅱ에서는 제1절, 제2절, 제3절 및 제4절의 지시군은 추가 표시없이 각각 111, 222, 333, 

444로 한다.

절 번호 식별 숫자군  내        용 

0 - 전문 명칭과 MMJJJ IIiii 군

1 111 월값 자료(누락일수 포함), 이 절은 의무사항임

2 222 월 평년값(누락년수 포함)

3 333 월중 계급별 일수

4 444 월 극값 및 뇌전과 우박 일수

전문 작성 규정

71.1 개요

71.1.1  전문의 각 군 중에서 하나 또는 몆 개의 자료가 누락일 경우에는 자료의 누락 숫자

만큼 사선(/)으로 보고하고 전체가 누락일 경우에는 그 군은 보고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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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2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제0절과 제1절을 제외하고는 어떤 절에서 모든 자료가 

누락일 경우는 그  절 역시 포함시키지 않는다.

71.1.3  월값은 자료가 발생된 월을 기준으로 하여 전문 형식에 따라 보고한다.

(예, CLIMAT 전문 형식이 11월 1일부터 변경되어 10월 CLIMAT 자료를 11월에 

전송하는 경우는 구 전문 형태로 보내고 신 전문 형식은 11월 자료를 12월에 

송신하는 경우부터 적용).

71.1.4  기후 편집본은 어느 특정한 1개월간의 자료를 포함한다. 

71.2 제0절

71.2.1  전보식 명칭 CLIMAT와 MMJJJ IIiii 군은 전문의 첫 머리에 나타낸다. 

71.2.2  전보식 명칭 CLIMAT와 MMJJJ 군은 CLIMAT 편집 전문군의 본문 첫 줄에 

포함시켜야 한다. 편집 전문군에서 개개의 CLIMAT 전문에는 전보식 명칭  

CLIMAT와 MMJJJ 군은 포함시키지 않지만 IIiii 군으로 시작해야 한다.

71.3 제1절

71.3.1  3sa
TTTststst 군

     이 군은 월 평균기온과 일별 평균기온에 대한 표준편차 모두를 포함한다.

71.3.2  6R1R1R1R1Rdnrnr 군

      어느 달의 월 총 강수량이 0이면 R1R1R1R1은 0000으로 주어지며 Rd는 0.0을 

최소값으로 하는 최고 5분위 값(20%로 등분한 값)의 가장 높은 숫자를 표기한다

(예를 들어,  30년 동안 강수현상이 없는 월의 경우 Rd=5로 보고한다.).

71.3.3  7S1S1S1pspsps 군

 월 총 일조시간을 S1S1S1에 보고하고 일조시간 평년값에 대한 백분율을 pspsps로 

보고한다. 

 주 : 

 (1) 평년비가 1% 이하지만 0보다 크면 pspsps = 001로 한다.

 (2) 평년비가 0이면 pspsps = 999로 한다.

 (3) 평년비를 정의할 수 없으면 pspsps = ///로 한다.

71.3.4  8mpmpmTmTmTxmTn 군 (RA Ⅱ 결정사항)

       주 : 규정 71.3.1항 참조

71.3.5  9mememRmRmsms 군 (RA Ⅱ 결정사항)

      일조시수 관측(또는 기타 다른요소)을 완전히 누락(예, 한달 전체)했으면 그 달의 

총일수(예, 30 또는 31일, 2월은 28일 또는 29일)를 msms(8군의 mpmp 또는 

mTmT, 그리고 9군의 meme 또는 mRmR)로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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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 제2절

71.4.1  기상관서는 CLIMAT 전문군에 포함된 지점의 각 요소별 평년값을 WMO 사무국

에 제출하여 회원국에 배부될 수 있도록 한다. WMO 사무국에 평년값을 제출한 

후 2개월 동안은 CLIMAT 전문보고에 제2절의 형식대로 그 2개월 동안의 평년

값을 포함하여 보고한다. WMO 사무국이 이미 발간된 평년값의 수정이 필요하다

고 여길 때도 같은 과정을 밟는다.

      주 : 편집 전문군에 평년값이 포함될 때는 포함될 수 있는 편집 전문군 당 관측소 수는 

필요에 따라 줄어 들 수 있다. 

71.4.2  평년값은 기술규정에 정의된 특정기간 동안의 관측값들로부터 도출된다.

      주 : 전문 형식 제2절 내용에는 평년값 자료의 시작 해와 마지막 해를 보고하며 전 평년기간 

중 자료가 없어 계산과정에서 누락된 누락 년수도 함께 표시한다.

71.4.3  3sn
TTTststst 군

      이 군에서의 표준편차 ststst는 각각의 일별 값에 대한 표준편차의 평년값을 나타낸다.

71.4.4  6R1R1R1R1nrnr 군

      만일 월 평년 강수량이 0이면 전체의 군을 6000000으로 보고한다.

71.4.5  8, 9 군

RA Ⅱ에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ybyb - ycyc (0 군) 기간에 평균값 계산에서 누락된 년수의 기간은 각 요소별로 

8, 9 군에 보고해야 한다. ypyp, yTyT 등의 사선(//) 보고는 피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실제 정보를 국제기상전보식 Ⅱ, 2장, section D(국제전문 형식과 

관련한 국가기상전문화 절차)에 포함해야 한다. 

71.5 제3절

71.5.1  어느 군의 자료가 0일 경우 그 군은 보고하지 않는다. 예로 1개월 30일 중에 

최고기온이 25℃ 미만이 10일, 25~29℃가 10일, 30~34℃가 10일이면 제3절의 

첫 번째 군은 02010으로 보고하고 두 번째 군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71.6 제4절

71.6.1  0, 1, 2, 3, 4 및 5군에서 극값이 하루만 나타났을 경우에 나타난 날자는 그 

군에서 마지막 2자리 숫자로 보고한다. 만약 극값이 1일 이상 나타났다면 첫 번째로 

나타난 날에 50을 더하여 보고하고 그에 대한 값은 그 군에서 마지막 2자리 

숫자로 보고한다.

71.6.2  7iyGxGxGnGn 군

      이 군은 실제로 변화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만 포함시킨다. 즉, 최고기온 GxGx 또는 

최저기온 GnGn이 나타난 시간이 변경된 경우에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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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 72-XII CLIMAT SHIP 해양기상관측소의 월 기후자료값 전보식

전문 형식

   제1절 CLIMAT SHIP MMJJJ
LaLaLa QcLoLoLoLo

PPPP snTTT   snTwTwTw eeenrnr RRRRRd
snTwTwTw eee

   제2절 NORMAL PPPP snTTT    snTwTwTw eeenrnr RRRR

snTwTwTw eee

주 : CLIMAT SHIP은 해양기상관측소에서 월 평균과 월 합계값을 보고하기 위한 전문 형식의 

명칭이다.

전문 작성 규정

72.1 제1절

72.1.1  전보식 명칭 CLIMAT SHIP와 MMJJJ 군은 개개 보고의 첫 머리에 나타낸다. 

72.1.2  전보식 명칭 CLIMAT SHIP과 MMJJJ 군은 CLIMAT SHIP 전문을 편집 보고할 때 

본문의 첫 행에 포함한다. 개개의 전문에는 전보식 명칭 CLIMAT SHIP과 

MMJJJ 군을 포함하지 않는다.

72.1.3  규정 71.1.3 및 71.1.4항을 적용한다.

72.1.4  R1R1R1R1Rd 군

72.1.4.1 월 총강수량 자료가 없으면 R1R1R1R1Rd 군은 생략하고 그 앞 nrnr군은 사선(//)

으로 보고한다.

72.1.4.2 어느 달의 총강수량이 0이면 R1R1R1R1은 0000으로 나타내며, Rd는 0.0을 최소

값으로 하는 5분위 값(20%의 값)의 가장 높은 숫자를 표기한다. 예를 들면, 

30년 동안 강수현상이 없었던 달의 경우 Rd=5로 보고한다.

72.2 제2절

72.2.1  규정 71.4.1항을 적용한다.

72.2.2 평년값의 방송에서 PPPP , TTT  및 TwTwTw는 30년에 걸친 표준기간에 있어서의 

관측값으로 계산한 월 평균값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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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 73-VI

  

해역의 월 평균값 전보식

전문 형식

NACLI또는CLINP또는SPCLI또는CLISA또는INCLI










MMJJJ

LaLaLoLon    PPPPP            PPPPP           ･････ ･････
L′aL′aL′oL′on    P′P′P′P′P′         P′P′P′P′P′        ･････ ･････
L″ aL″ aL″ oL″ on    P″ P″ P″ P″ P″        P″ P″ P″ P″ P″      ･････ ･････
･････ ･････ ･････

주 : NACLI, CLINP, SPCLI, CLISA 및 INCLI는 다음 해역의 월 평균값을 보고하기 위한 전보

식 명칭이다.

NACLI : 북대서양

CLINP : 북태평양

SPCLI : 남태평양

CLISA : 남대서양

INCLI : 인도양

전문 작성 규정

73.1 해당 전보식 명칭(NACLI, CLINP 등)과 MMJJJ 군은 개개 전문의 첫 머리에 나타낸다. 

73.2 해당 전보식 명칭(NACLI, CLINP 등)과 MMJJJ 군은 여러 전문을 함께 쓸 때는 편집 

전문군의 첫 행에 한 번만 쓴다. 이때  개개의 전문에는 전보식 명칭과 MMJJJ 군

을 사용하지 않는다.

73.3 해역의 월 평균값이 발간되면 해당 월이 지난 후 가능한 즉시 위의 전문 형식에 맞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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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 월 평균값은 해당 월의 자료가 발생한 달을 기준으로 하여 전문 형식에 따라 작성

한다.

73.5 PPPPP   PPPPP  군

73.5.1  위도 20°N과 20°S 사이의 해역에서는 기압을 0.1 hPa 단위로, 다른 위도 해역

에서는 1 hPa 단위로 보고한다. 

73.5.2  모든 위치군 LaLaLoLon, L′aL′aL′oL′on′ 등에 뒤이어 PPPPP   PPPPP ,

      
P ′P

′ P
′ P

′ P

′
  PPPPP , ....... 등의 군이 뒤따라야 한다.

73.5.3  첫 번째 기압 P1P1은 앞의 위치 군 LaLa와 LoLo로 표시한 위도와 경도가 교차하는 

점의 평균 해면상의 월 평균기압을 나타낸다.

73.5.4  뒤에 이어지는 기압, 예를 들어 P2P2, P3P3, ,... , 등은 같은 위도선 LaLa에  있으면서 

경도 LoLo±5°, LoLo±10°, ...., 등에 위치한 지점의 해면기압의 월 평균값을 나타낸다. 

여기서 숫자로 나타내는 n은 기압을 보고하는 위도상 지점의 수이다.

      주 : 기압이 보고되는 지점의 연속방법은 각 해역의 편리한 방법에 따라 동-서 또는 서-동 

방향으로 정한다. 이 방향에 대한 여러 가지 경우는 Volume C of Publication 

WMO-No. 9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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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 75-XII CLIMAT TEMP 육상관측소의 고층 월 평균값 전보식

FM 76-XII CLIMAT TEMP SHIP 해양관측소의 고층 월 평균값 전보식

전문 형식

CLIMAT TEMPCLIMAT TEMP SHIP MMJJJMMJJJ








IIiii또는
LaLaLa QcLoLoLoLo

gPPPT

HHHHnT

HHHHnT･････
HnHnHnHnnTn

TTDDD

nT
TTTD

nT
TTTD･････

nTnTnTnTnDn

DDnvrfr f
DDnvrfr f･････
DnDnnvnrfnr fn

dvdvdvfvfv
dvdvdvfvfv･････
dvndvndvn fvn fvn

*   FM 75에서만 사용

**  FM 76에서만 사용

주 : CLIMAT TEMP는 육상관측소, CLIMAT TEMP SHIP은 해양 기상관측소의 고층 월별 평균

값을 보고하기 위한 전보식 명칭이다.

전문 작성 규정

75.1 전보식 명칭 CLIMAT TEMP나 CLIMAT TEMP SHIP은 모두 MMJJJ 군과 함께   

개개 전문의 첫 머리에 나타낸다.

    주 : MM은 월을 표시하는 동시에 풍속 단위를 나타낸다. 풍속 단위가 kt이면 MM에 50을 

더하고, m/s이면 MM을 그대로 사용한다.

75.2 전보식 명칭 CLIMAT TEMP 또는 CLIMAT TEMP SHIP과 MMJJJ 군은 CLIMAT 

TEMP 또는 CLIMAT TEMP SHIP 편집 전문군의 경우 본문의 첫 행에 한번만 쓴다. 

편집 전문군의 전문에는 전보식 명칭과 MMJJJ 군을 쓰지 않는다.

75.3  전문에 사용되는 월 평균값은 해당 월의 자료가 발생한 월을 기준으로 하여 전문 

형식에 따라 작성한다.

75.4 가능하면 고층 기상요소의 월 평균값은 관측소의 지상자료와 850, 700, 500, 300, 

200, 150, 100, 50, 30 hPa 등압면의 자료를 포함한다.

    일부 또는 모든 기상요소 자료의 수집이 되지않는 등압면의 누락자료는 사선(/////)

으로 보고하나 어느 군도 생략되면 안되며, 누락요소는 사선(/)으로 보고한다.

75.5 관측소의 지상 기압, 기온 및 기온과 이슬점온도의 차(습수)의 월 평균값은 라디오

존데 비양시각의 월 평균값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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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

     










HHHHnT
HHHHnT･････
HnHnHnHn nTn

군

    표준 지오포텐셜고도가 9999를 넘는 경우의 지오포텐셜은 1만 자리 숫자를 생략한다.

75.7

         










dvdvdv fv fv
dvdvdv fv fv･････
dvndvndvn fvn fvn

군

75.7.1  평균 백터 바람군은 보고되고 있는 모든 등압면의 전문에 포함한다. 그 중에서 

어떤 등압면의 월 평균 백터 바람이 계산되지 않는다면 이 군은 사선(/////)으로 

보고한다.

75.7.2  100에서 199 kt와 같이 3자리 숫자의 풍속을 나타낼 때는 dvdvdv  등에 500을 

더하여 보고한다.

75.8 CLIMAT TEMP 또는 CLIMAT TEMP SHIP 전문 편집본은 한 특정 월 만의 전문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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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 81-I SFAZI 공중방전의 방위에 대한 종관보고 전보식

전문 형식

  SFAZI II i iiGG FIjD D D  FIjD D D  ･････

주 : SFAZI는 공중방전의 방위를 보고하기 위한 전보식 명칭이다

전문 작성 규정

81.1 전보식 명칭 SFAZI는 개개 전문의 첫 머리에 나타낸다.

81.2 전보식 명칭 SFAZI는 기상 편집본의 경우 본문의 첫 행에 포함시킨다. 편집본에서 

개개의 보고문에는 전보식 명칭을 넣지 않는다.

81.3 F1IjD1D1D1  F2IjD2D2D2 .......군

81.3.1  다른 공중방전의 발생원을 보고하는 경우 필요한 만큼(F1IjD1D1D1) 형식의 군을 

포함해야 한다.

       주 : 관측소는 회원국과 협정에 의해서 적절한 관측망을 구성하고 종합센터를 갖도록 한다.

81.3.2 중심축은 도 단위로 보고한다.

81.4  보고는 가능한 0000, 0300, 0600, 0900, 1200, 1500, 1800 및 2100 UTC에 종료

하는 관측 주기를 참조하여 보낸다. 자료에는 일별 요약(FM 83)을 추가한다.

81.5 보고는 관측 후 3시간 이내에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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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 82-I SFLOC 공중방전의 지리적 위치에 대한 종관보고 전보식

전문 형식

  SFLOC    










또는
또는










       

GGxaiA i
n fxaiA i

       
LaLaLoLokLaLaLoLok       

･･････････

주 : SFLOC는 공중방전의 지리적 위치를 보고하기 위한 전보식 명칭이다

전문 작성 규정

82.1 전보식 명칭 SFLOC는 개개 전문의 첫 머리에 나타낸다.

82.2 전보식 명칭 SFLOC는 기상 편집본의 경우 본문의 첫 행에 포함시킨다. 편집본에서 

개개의 보고문에는 전보식 명칭을 넣지 않는다.

82.3 첫 번째의 행(66600, 66611 또는 66666)은 관측에 사용된 방법을 나타낸다.

66600은 같은 공중방전을 사방에서 관측하여 위치를 나타낸다.

66611은 같은 공중방전을 공중방전 도달시각이 다른 공중방전 관측망에 의해 위치를 

나타낸다.

66666은 방향 탐지기술이 있는 단일 관측소에 의해 위치를 나타낸다.

82.4 9 - 지시군으로 시작되는 절은 다른 공중방전의 발생원을 나타내는데 필요한 만큼 

많이 포함한다.

82.5 규정 81.3.1, 81.4 및 81.5항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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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 83-I SFAZU 공중방전의 24시간 방위 분포에 대한 상세보고 전보식

전문 형식

SFAZU IIIii i
NI
NI

YG G G G ggD′D′D′ggD′D′D′
ggD′D′D′ggD′D′D′ ･････

주 : SFAZU는 24시간 간격의 공중방전 방위 분포를 보고하기 위한 전보식 명칭이다

전문 작성 규정

83.1 전보식 명칭 SFAZU는 공중방전의 전문 첫 머리에 나타낸다.

83.2 전보식 명칭 SFAZU는 기상 편집본의 경우 본문의 첫 행에 포함시킨다. 편집본에서 

개개의 보고문에는 전보식 명칭을 넣지 않는다.

83.3 999 - 지시군으로 시작되는 절은 다른 공중방전 발생원을 나타내는데 필요한 만큼 

많이 포함한다.

83.4 규정 81.3.1항을 적용한다.

83.5 과거 24시간 동안의 요약 자료를 매일 1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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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 85-IX SAREP 기상위성 구름자료의 종관해석 전보식

전문 형식

A부

MiMiMjMj YYGGg     









IIIiii또는
LaLaLa QcLoLoLoLo

열대저기압 명칭 ntntLaLaLa QcLoLoLoLo AtW fattm StSt dsdsfsfsD････D

B부

  제1절 MiMiMjMj YYGsGgs     









IIIiii또는
LaLaLa QcLoLoLoLo

위성의 명칭 QLaLaLoLo QLaLaLoLo ･････ ･････

  제2절 SfSfCmW f QLaLaLoLo ･････ dsdsfsfs

  제3절  Lddf QLaLaLoLo Lddf QLaLaLoLo････ ･････ Lddf QLaLaLoLo

  제4절 sc QLaLaLoLo QLaLaLoLo ･････ 등

  제5절 D････D 지역별로 정하는 숫자군

주 : 

(1) SAREP는 기상위성 구름자료의 종관해석을 보고하기 위한 전보식 명칭이다.

(2) 육상관측소의 SAREP 전문은 MiMi=CC로, 해상관측소의 SAREP 전문은 MiMi=DD로 식별한다.

(3) 전문 형식은 다음과 같이 2개 부로 분리된다.

절 번호 식별 숫자군 내   용

A AA  열대저기압 정보

B BB  중요한 구름의 정보

각 부는 개별적으로 송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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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B부는 다음과 같이 5개 절로 분할된다.

절 번호 식별 숫자군 내   용

1 - 식별 및 위치자료

2 4 구름의 종관해석

3 96 구름 이동에 의한 바람 자료(임의)

4 97 얼음 또는 눈 자료(임의)

5 51515 지역별로 정하는 전문군

전문 작성 규정

85.1 개요

85.1.1  전보식 명칭 SAREP 자체는 전문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85.1.2  위성수신관측소는 IIiii 군 또는 99LaLaLa QcLoLoLoLo 군으로 그 위치를 표시한다.

85.1.3  선박 호출부호 D....D는 해상 위성수신관측소의 SAREP 보고에만 사용된다.

85.2 A부

85.2.1  A부는 열대저기압과 관련된 구름에 관한 해석을 보고하는데 사용된다.

85.2.2  열대저기압을 위성사진으로 찍은 시각은 YYGGg 군으로 보고한다.

85.2.3  열대저기압의 명칭이 유효한 동안은 전문에 포함시킨다.

85.2.4  열대저기압은 연속 숫자 ntnt로 번호를 붙여야 한다. SAREP 보고 작성 관측소는 

이 저기압이 존재하거나 식별될 때까지 그 번호를 유지해야 한다.

85.2.5  구름 덩어리 또는 열대저기압의 중심 위치 또는 저기압의 눈은 적절하게 ntnt 

LaLaLa QcLoLoLoLo 군으로 보고한다.

85.2.6  열대저기압 중심의 이동을 알 때 9dsdsfsfs 군으로 보고한다.

85.2.7  2개 이상의 열대저기압이 같은 사진과 같은 시각에 탐지될 때 ntntLaLaLa QcLoLoLoLo 

1AtWtattm 2StSt//(9dsdsfsfs)는 그 명칭이 알려질 때마다 이를 서두로 하여 반복 

보고한다.

85.3 B부

85.3.1  제1절 - 식별 및 위치자료

85.3.1.1 SAREP 전문의 기본이 되는 위성 이름은 제1절에 포함된다.

85.3.1.2 QLaLaLoLo 군은 분석된 구역을 나타내는데 시계방향으로 보고한다.

85.3.1.3 첫 번째 위치군은 반복된다.

85.3.2  제2절 - 구름의 종관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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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3.2.1 지시부 숫자 4로 시작하는 전문군은 현저한 구름의 종관해석기술에 사용된다.

85.3.2.2 StSt가 99일 때를 제외하고 QLaLaLoLo 군은 현저한 구름 구역 StSt를 표현하는데 

사용된다. 이 경우 위치군은 Cm으로 나타난 구름 형태에 관한 것을 보고한다.

85.3.2.3 제2절에서의 구역 표현방법은 제1절에 나타낸 방법을 따른다. 그것이 Wf와 

관련되어 사용될 때 위치군은 원형에 가까운 구름 덩어리 또는 구름 띠의 위치를 

나타낸다. 원형에 가까운 구름 덩어리인 경우 위치군은 덩어리의 중심 위치를, 

구름 띠인 경우 위치군은 장축의 중앙선을 표시한다.

85.3.2.4 주시하고 있는 구름 시스템의 이동을 알 수 있을 때 9dsdsfsfs 군으로 보고한다. 

85.3.2.5 제2절은 중요한 종관규모의 현저한 구름 또는 구름 덩어리를 기술하는데만 

사용된다. 중규모나 더 자세한 기술은 제5절에 포함되며, 그 보고는 지역 결정에 

따른다. 

85.3.3  제3절 - 구름의 이동에서 산출된 바람 자료

      제3절은 숙련된 직원과 전산시설이 갖추어진 센터나 관측소에서만 사용한다.

85.3.4  제4절 - 눈 또는 얼음 자료

85.3.4.1 제4절은 눈 또는 얼음 정보가 입수되는 경우 일주일에 한번 또는 눈 덮힘이나 

얼음 확장에 주요 변화가 관측될 때 보고한다.

85.3.4.2 제4절의 구역에 표현방법은 제1절에 나타낸 방법을 따른다.

85.3.5  제5절 - 지역별로 개발된 전문 군

      보고할 필요가 있는 구름 정보에 관한 상세한 기술이나 중규모 기술은 제5절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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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 86-XI SATEM 기상위성의 고층 기압, 기온과 습도 보고 전보식

전문 형식

  A부

   제1절 M iM iM jM j YYGG IIIII FFFFFF

   제2절 222 QLaLaLoLo NcNcPcPcPc

   제3절 (333 PAPAnLnLq PPtL
tL

tL

PPtL
tL

tL

･････
PnPntLntLntLn )

   제4절 (444 PAPAnLnLq PPwL
wL

wL

PPwL
wL

wL

･････
PnPnwLnwLnwLn )

   제5절 (555 snTTTtTt PtPtPtIAt

  B부

   제1절 M iM iM jM j YYGG IIIII FFFFFF

   제2절 222 QLaLaLoLo NcNcPcPcPc

   제5절 (555 snTTTtTt PtPtPtIsAt

   제6절 (666 PPPnPnup nuATTTTa

nuATTTTa

PPPnPnup nuATTTTa

･････)
   제7절 (777 PPPnPnup nuAwWWW

nuAwWWW
･････)

  C부

   제1절 M iM iM jM j YYGG IIIII FFFFFF

   제2절 222 QLaLaLoLo

   제3절 333 PAPAnLnLq PPtL
tL

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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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L
tL

tL

･････
PnPntLntLntLn

  D부

   제1절 M iM iM jM j YYGG IIIII FFFFFF

   제2절 222 QLaLaLoLo

   제6절 666 PPPnPnup nuATTTTa

nuATTTTa

･････
주 : 

(1) SATEM은 기상위성에서 원격으로 관측된 고층의 기압, 기온과 습도를 보고하기 위한 전보식 

명칭이다.

(2) SATEM 전문은 MiMi=VV로 식별한다.

(3) 전문 형식은 다음과 같이 4개 부로 구성된다.

부 번호 식별 숫자군 내   용

A 


 10 hPa 면 까지
B

C


CC
DD 10 hPa 면 위

D

    각 부는 개별적으로 송신할 수 있다.

(4) 전문 형식은 다음과 같이 몇 개 절로 분할한다.

절 번호 식별 숫자군 내   용

1 - 식별, 입력자료 및 처리

2 222 위치자료 및 구름자료

3 333 기준면과 지정 표준등압면 사이의 층후자료

4 444 기준면과 지정 표준등압면 사이의 가강수량 자료

5 555 대류권계면과 지면온도 자료

6 666 비 표준등압면 사이의 (평균)기온 자료

7 777 비 표준등압면 사이의 가강수량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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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작성 규정

86.1 개요

86.1.1  전보식 명칭 SATEM 자체는 전문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86.1.2  A와 B부는 유용한 것에 한하여 10 hPa면까지의 층에 대한 자료를 보고한다. A부에 대한 

전문은 제1절과 제2절에 제3절, 제4절 및 5절 중 하나 이상의 절이 추가되어 구성되고, 

B부에 대한 전문은 제1절과 제2절 제5절 제6절 및 제7절 중 하나 이상의 절이 추가된다.

86.1.3  C와 D부는 유용한 것에 한하여 10 hPa면을 초과하여 0.1 hPa면 이하인 층에 대한 

자료를 포함한다.

86.2 A부와 C부

86.2.1  제1절

86.2.1. 기상위성의 식별은 I6I6I6로 보고된다. I6I6I6는 위성이름을 나타내고 다음 군은 F3F3F3 

(기상자료 송신/생산센터)와 F4F4F4(기상자료 송신/생산 보조센터)를 포함한다. F4F4F4가 

없으면 사선(///)으로 보고한다. 

86.2.1.2 사용된 센서종류는 I3로 표시하고, 처리 형태는 I4로 나타낸다. I3 부호표는 

위성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86.2.1.3 위성 운영자는 위성 발사 이전에 가능한 빨리 발사될 각 위성에 대한 전문 절차와 

I3의 부호표를 WMO 사무국에 알려야 한다. 사무국은 I3 부호표의 상세한 정보를 

모든 회원국에 알리고 이 정보를 국제기상전보식의 제2권에 수록한다.

86.2.2  제2절

86.2.2.1 탐측의 지리적 위치는 QLaLaLoLo 군으로 나타낸다.

86.2.2.2 A부 제2절의 NcNcPcPcPc 군은 관측 지역의 운량 자료를 보고한다. 구름층을 

모두 기술하도록 이 군을 필요한 만큼 반복한다.

86.2.2.3 NcNcPcPcPc 군은 운량(적절히 NIL을 삽입) 자료가 유용하고 믿을만할 때는 

전문에 포함한다.

86.2.3  제3절

      제3절은 기압 지시부 PAPA로 주어진 표준 기준면과 P1P1......PnPn으로 나타낸 

표준등압면 사이의 층후를 보고한다.

86.2.4  제4절

      제4절은 PAPA로 나타낸 표준 기준면과 P1P1......PnPn으로 나타낸 표준등압면 

사이의 가강수량을 보고한다.

86.3 B부와 D부

86.3.1  제2절

      규정 86.2.2.2항을 적용하되 약간 변경하여 B부에도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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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3.2  제6절

      제6절은 기압 지시부 P1P1과 PnPn으로 나타내는 하나 이상의 특정 층에 대한 

평균기온을 보고한다. 각 층은 온도 측정값의 연직분포에 따라 P1P1으로부터 

인접하는 다양한 층후(up hPa이 곱해진 nu)로 나누어진다.

      주 : 제6절의 P1P1과 PnPn 각 층에 대한 충분한 확인이 있어야 한다. 단위 층(up로 나타낸)을 

곱한 층에 대한 숫자 부호 nu의 합은 P1P1과 PnPn 사이의 기압 차이와 같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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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 87-XI SARAD 기상위성의 청천복사량 관측 전보식

전문 형식

   제1절 M iM iM jM j YYGG IIIII FFFFFF

   제2절 222 QLaLaLoLo NcNcPcPcPc AAA

   제3절 cccncn uRRR uRRR ･････ nuRnRnRn

    또는

   제4절 cccncn qTTTa qTTTa ･････ nqTnTnTan

주 : 

(1) SARAD는 기상위성에서 관측한 청천복사량을 보고하기 위한 전보식 명칭이다.

(2) SARAD 전문은 MiMiMjMj=WWXX로 식별된다.

(3) 전문 형식은 다음과 같이 몇 개 절로 분할한다.

절 번호 식별 숫자군 내   용

1 - 식별, 날짜, 시간

2 222 위치, 구름에 관한 자료와 천정각

3 6 에너지의 단위로 직접 표현된 청천복사량의 자료

4 7 상당흑체온도 단위로 간접 표현된 전천복사량의 자료

(4) 복사량은 위성에서 관측하는 채널의 파수에 대한 상당흑체온도의 함수이며 프랑크 법칙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R 
expT

c
±

c


여기서 R = 복사량 mW/(s·cm2·sr.cm-1)

T = 상당흑체온도 K

ν = 파수 cm-1

C1 = 1.191066 × 10-5 mW/(s·cm2·sr·cm-4)

C2 = 1.438833 K/(c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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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작성 규정

87.1 개요

87.1.1  전보식 명칭 SARAD 자체는 전문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87.1.2  기온 관측의 정밀도를 충족하는 정확도를(예를 들면 ℃ 단위) 직접 에너지 단위로 

표시된 복사 자료를 보고할 수 없을 때는 제3절은 생략하고, 제4절이 간접적으로 

상당흑체온도 단위로 표현된 청천 복사를 자료로 보고하는데 사용된다.

87.1.3  규정 87.1.2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절이 보고되며, 제4절은 보고에 

포함되지 않는다.

87.2 제1절

    규정 86.2.1항을 적용한다.

87.3 제2절

   규정 86.2.2항 이하를 적용한다.

87.4 제3절

87.4.1  제3절은 스펙트럼 파장이 감소되는 순으로 정렬된 필터 채널 번호에 대해 제1절에 

나타낸 관측에 대응되는 청천 복사량 자료를 포함한다.

87.4.2  주어진 특정 필터 채널 번호보다 작은 번호의 청천 복사량 값을 이용할 수 없을 때 

그 자료가 없는 필터 채널의 청천 복사량 값은 전문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료가 

포함된 필터 채널 번호 중 가장 낮은 값은 모든 경우 6c1c1cncn 군의 c1c1으로 

표시한다.

87.4.3  주어진 특정 필터 채널 번호보다 큰 번호의 청천 복사량 값을 이용할 수 없을 때 

그 자료가 없는 필터 채널의 청천 복사량 값은 전문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료가 

포함된 필터 채널 번호 중 가장 높은 값은 모든 경우 6c1c1cncn 군의 cncn으로 표시한다.

87.4.4  단축된 관측자료를 보고하기 위해 규정 87.4.2와 87.4.3항을 사용할 경우 c1c1과 

cncn사이에 있는 모든 필터 채널 번호에 대한 자료는 전문에 포함된다.

87.4.5  사용 중인 필터 채널의 수가 10의 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전문에 포함된 청천 

복사량 값 앞의 연속 지시부 숫자는 1, 2 등으로 나타낸다.

87.5 제4절

87.5.1  제4절은 스펙트럼 파장의 감소 순으로 정렬된 필터 채널 번호에 대해 제1절에 

나타낸 관측에 대응되는 청천 복사량 자료를 포함한다.

87.5.2  주어진 특정 필터 채널 번호보다 작은 번호의 청천 복사량 값을 이용할 수 없을 때 

그 자료가 없는 필터 채널의 청천 복사량 값은 전문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료가 포함된 

필터 채널 번호 중 가장 낮은 값은 모든 경우 7c1c1cncn 군의 c1c1으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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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3  주어진 특정 필터 채널 번호보다 큰 번호의 청천 복사량 값을 이용할 수 없을 때 

그 자료가 없는 필터 채널의 청천 복사량 값은 전문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료가 

포함된 필터 채널 번호 중 가장 높은 값은 모든 경우 7c1c1cncn 군의 cncn으로 표시한다.

87.5.4  단축된 관측자료를 보고하기 위해 규정 87.5.2와 87.5.3항을 사용할 경우 c1c1과 

cncn사이에 있는 모든 필터 채널 번호에 대한 자료는 전문에 포함된다.

87.5.5  규정 87.4.5항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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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 88-XI SATOB 기상위성의 바람, 지표면온도, 구름, 습도, 복사관측 전보식

전문 형식

   제1절 M iM iM jM j YYMMJ GGggwi III FFFFFF

   제2절 (222 BBBnn ULaULoULaULo PcPcTcTcTa ddff f
･････ ･････ ･････

･････ ･････ ･････ ･････
･････ ･････ ･････)

   제3절 (333 BBBnn ULaULoPePe ddff f
･････ ･････

･････ ･････ ･････
･････ ･････)

   제4절 (444 BBBnn ULaULoTsTsTa
･････

･････ ･････
･････)

   제5절 (555 BBBnn ULaULoPdPd NcNcTcTcTa
･････ ･････

･････ ･････ ･････
･････ ･････)

   제6절 (666   BBBnn ULa
ULo

ULa
ULo

ULa
ULo

ULa
ULo

ULa
ULo

   HHHHH

･････ ･････ ･････
･････ ･････ ･････ ･････

･････ ･････ ･････)

   제7절 (777 PbPb BBBnn ULa
ULo

ULa
ULo

ULa
ULo

ULa
ULo

ULa
ULo

UUUUU

･････ ･････ ･････ ･････
･････ ･････ ･････ ･････ ･････

･････ ･････ ･････ ･････)

   제8절 (888 BBBnn ULa
ULo

ULa
ULo

 uFLFLFL uFiFiFi uFsFsFs

･････ ･････ ･････ ･････)

주 : 

(1) SATOB는 바람, 지표면 온도, 구름, 습도 및 복사에 대한 기상위성 관측보고를 위한 전보식 

명칭이다.

(2) SATOB 전문은 MiMiMjMj=YYXX로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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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문 형식은 다음과 같이 몇 개 절로 분할한다.

절 번호 식별 숫자군 내   용

1 - 일, 시 및 식별자료

2 222 특정 기압면의 바람과 구름 또는 수증기 온도

3 333 특정 기압면의 바람 자료

4 444 지표면 온도 자료

5 555 구름 자료

6 666 최고 구름윗면고도 자료

7 777 대류권의 습도자료

8 888 복사 수지 자료

(4) 각 절 내에서 하나의 전문은 한 지역에 한정된다. 따라서 각 전문은 적절히 전송되며 개개인의 

이용자에게 전송되는 자료량은 감소한다.

전문 작성 규정

88.1 개요

88.1.1  전보식 명칭 SATOB 자체는 전문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88.1.2  전문은 제1절에 제8절을 더하거나 또는 제1절에 제2절부터 제7절 중 하나 이상의 

절을 합해서 구성된다.

88.1.3  자료는 10°의 정사각형으로 배열한다.

88.2 제1절

    제1절은 규정 88.9.2항을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상위성의 이름(규정 

86.2.1.1항 적용)과 관측시각을 나타낸다.

88.3 제2절

   제2절은 구름 또는 수증기 온도와 구름 이동 또는 수증기 이동에서 산출된 바람자료가 

입수될 때 전문에 포함한다.

88.4 제3절

   제3절은 구름 또는 수증기 온도 자료는 입수되지 않으나 구름 이동 또는 수증기 

이동에서 바람자료의 산출이 가능할 때 전문에 포함한다.

88.5 제4절

   제4절은 지표면 온도 자료가 입수될 때 전문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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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6 제5절

   제5절은 여러 구름층 각각의 백분율 운량과 구름윗면 온도 자료를 포함한다. 구름윗

면의 기압이 입수되는 경우 PdPd는 10 hPa 단위로 보고하고 입수되지 않을 때는 

사선(//)으로 보고한다.

88.7 제6절

    제6절은 최고 구름윗면 고도 자료가 입수될 때 전문에 포함한다.

88.8 제7절

   제7절은 특정층에서 대류권계면까지의 습도 자료가 입수될 때 전문에 포함한다. 

PbPb/// 군은 더 낮은 층을 나타낸다.

88.9 제8절

88.9.1 제8절은 24시간 총복사량이 입수되는 경우 전문에 포함한다(방출 : 장파와 단파, 

입사 : 단파)

88.9.2 제8절이 전문에 포함되면 제1절의 GGgg는 사선(////)으로 보고하고 YY는 총 복사

량이 누적된 날짜를 나타낸다.



제2장. 식별문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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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문자와 전문 작성 방법의 유의사항

유의사항 : 관측값을 바로 숫자로 옮겨 쓰거나, 관측값 유효숫자의 수에 관한 관련 규정에 

정해진 단위로 나타날 때 이 값이 요소에 할당된 식별문자의 수보다 적을 경우에는 보고값의 

유효숫자 왼쪽에 0을 1개 이상 삽입한다.

예 : 구름밑면고도가 3,600 m이고 전문 형식 FM 45(IAC)의 구름 절에서 식별문자 

HbHbHb(100 m 단위의 구름밑면고도)로 이것을 보고할 경우 숫자 부호는 036이 된다. 마찬

가지로, 구름밑면고도가 800 m일 때 숫자 부호는 008이 된다.

A 신기루(부호표 0101) (FM 12, FM 13 및 FM 14의 제3절 9군)

― 위도 방향(N=북, S=남) (FM 22, FM 42, FM 50, FM 57)

―
수문관측소가 위치해 있는 WMO 지역협정번호(1-제Ⅰ지역, 2-제Ⅱ지역 등)

(FM 67, FM 68)

AC 열대저기압의 중심 또는 눈 위치의 정확도(부호표 0104) (FM 20)

AN 풍향풍속계 종류(부호표 0114) (FM 18)

AT 층 평균기온 자료의 정확도 지수(운영자 제공) (FM 86)

Aa 사고 조기통지 - 조항 적용(부호표 0131) (FM 22)

Ac 사고 원인(부호표 0133) (FM 22)

Ae 사고 상황(부호표 0135) (FM 22)

Ai 공중방전 위치의 정확도와 빈도(부호표 0139) (FM 82)

At 열대저기압 위치 결정의 정확도(부호표 0152) (FM 85)

― 대류권계면 자료의 정확도 지수(운영자 제공) (FM 86)

Aw 대기층 가강수량의 정확도 지수(운영자 제공) (FM 86)

A1

부이, 시추대 또는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시설이 배치된 WMO의 

지역협정번호 (1 : 제1지역, 2 : 제2지역 등)(부호표 0161)

(FM 13, FM 18, FM 22, FM 63, FM 64, FM 65)

A3

주간밝기, Da 방향의 나쁜 시정(부호표 0163)

(FM 12, FM 13 및 FM 14의 제3절 9군)

AA 사고 관련 활동 또는 설비(부호표 0177) (FM 22, FM 57)

AAA 해역 (FM 61)

AhAhAh 풍속계 높이, 단위 0.1 m (FM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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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A1A1

A2A2A2

.......

AnAnAn

1~n번째 주파수(또는 지시부에 의한 파수)의 스펙트럼 (FM 65)

(a) 주파수 또는 파수의 사용은 식별문자 Ia에 표시

A2A2A2 천정각, 1/10도 단위  (FM 87)

AAAAA 지역명, (FM 53)

a
관측 전 3시간 동안의 기압변화 경향 특성(부호표 0200) 

(FM 12, FM 13, FM 14, FM 18)

aC

관측 전 30분 동안 열대저기압 눈의 특성변화(부호표 0204) 

(FM 20)

aI 해빙의 변화경향(부호표 0210) (FM 44)

ae 에코 패턴의 변화경향(부호표 0235) (FM 20)

ai 공중방전 분포(부호표 0239) (FM 82)

am 해역 세분(부호표 0244) (FM 61)

at 열대저기압 강도의 24시간 변화(부호표 0252) (FM 85)

a1 결측 원인 또는 설치된 지상장비(부호표 0262) (FM 39, FM 40)

a1

a2

a1a1a1, a2a2a2의 100위의 수(FM 47, FM 49)

a3 지오포텐셜을 보고하는 표준등압면(부호표 0264) (FM 12, FM 14)

a4
측정장비의 종류(부호표 0265) 

(FM 32, FM 33, FM 34, FM 35, FM 36, FM 37, FM 38)

a5 방사능 양의 보고형태와 단위(부호표 0266)  (FM 22)

aa
방사능 양의 10진법 지수 또는 주요 저수체의 유출량

(FM 52, FM 57))

a1a1

a2a2

a1a1a1, a2a2a2의 10위수 및 1위수 (FM 47, FM 49)

a1a1a1

a2a2a2

변수 유형(부호표 0291) (FM 47, FM 49)

(a) FM 49 GRAF의 경우 a2a2a2=000을 사용

B 경도 방향(E=동, W=서)  (FM 22, FM 42, FM 50, FM 57)

― 난류(부호표 0300) (FM 51, FM 53, FM 54)

BA 난류(부호표 0302) (FM 42)

BT 유출 형태(부호표 0324) (FM 22)

Bz

고층 난류(부호표 0359) (FM 41)

(1) 고층 난류는 대개 약 6 km 이상의 고도에서 발견되는 항공기 난류로, 적난운

에 의한 난류는 제외한다. 고층 난류는 청천난류의 경우도 있으나 권운 내의 

난류는 포함시킨다.

BB
다음 두개 군의 대역번호. 다만, BB=00은 뒤따르는 군이 중심 주파수 또는 파수

만이 있음을 표시 (FM 65)

―

WMO A지역 내에 있는 국제유역 지시부(FM 67, FM 68)

(1) 이 지시부는 수문관측소가 있는 유역 또는 유역군을 표시하며, 이 유역(군)     

을 국내외적으로 적용한다 

(2) 유역에 관한 국제지시부는 Manual on Codes의 Volume Ⅱ에 있다.

BRBR 마찰계수/제동효과(부호표 0366) (FM 15, FM 16)

BTBT 대역 총 개수 (FM 65)

BtBt 부이 형태(부호표 0370) (FM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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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B2B3

2개의 자오선과 2개의 위도선으로 교차하여 형성된 격자의 10°×10° 사각형의 번

호. 이들 4개의 선은 10° 연속 배수의 짝인 지리 좌표로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Ia×10°, (Ia+1)×10° (위도)

Io×10°, (Io+1)×10° (경도)

위의 표현에서 Ia는 0~8의 정수값을, Io는 0~17의 정수값을 나타내며,

위도는 N 또는 S, 경도는 E 또는 W의 양쪽을 모두 취한다.

10° 사각형의 번호는 아래와 같다.

  B1 = Q - 지구의 8분위(부호표 3300)

  B2 = Ia 

  B3 = Io (정수 단위) (FM 88)

(1) 지리좌표 Ia×10° 및 Io×10°로 나타내는 사각형 B1B2B3의 모퉁이는 4각형   

내 임의점의 좌표를 구하는데 기준점으로 사용된다.

(a) 모퉁이의 좌표에 9°까지 더하여 정수에 가깝게

(b) 모퉁이의 좌표에 9.9°까지 더하여 1°/10 단위에 맞게

(2) 180° 자오선상의 점은 B3=8로 하고, 북반구에서는 B1=1, 남반구에서는 B1=6 으로  

    보고한다.

(3) 양극점은 B2=9, B3=0로 하고 북극점에서는 B1=1, 남극점에서는 B1=6으로 보고한다.

(4) 양극점과 위도 80°선과의 사이는 사각형을 삼각형으로 환산한다

(5) 사각형계의 번호 부여는 부호표 0371에 표시

b i 육빙(부호표 0439) (FM 12, FM 13, FM 14)

b w

A1에 표시된 구역내의 소지역 번호(부호표 0161) 

(FM 13, FM 18, FM 22, FM 63, FM 64, FM 65,)

b1b1

b2b2

특정면의 종류(부호표 0491) (FM 47, FM 49)

(1) FM 49 GRAF의 경우 B2B2=00을 사용

C

운형(부호표 0500) (FM 12, FM 13, FM 14)

(1) 보고층의 운형은 10종의 운형에 따라 결정하며, 상세한 도해는 

International Cloud Atlas에 나옴                             

― 해빙 전체의 밀집 정도(부호표 0501) (FM 44)

― 구름층 가운데 우세한 운형(부호표 0500) (FM 45)

CH

권운, 권적운 및 권층운(부호표 0509) 

(FM 12, FM 13, FM 14, FM 35, FM 36, FM 38)

(1) CH로 보고하는 숫자 부호는 International Cloud Atlas의 도해와 부호표 0509의 

해설에 따라 결정한다.

(2) CH=9는 권적운이 우세한 경우에 보고하고, CH로=1~8로 보고되는 CH는 적은  

    양의 권적운이 있어도 좋다.

CL

층적운, 층운, 적운 및 적난운(부호표 0513) 

(FM 12, FM 13, FM 14, FM 35, FM 36, FM 38)

(1) CL로 보고하는 숫자 부호는 International Cloud Atlas의 도해와 부호표 0513의 

해설에 따라 결정한다.

CM

고적운, 고층운 및 난층운(부호표 0515) 

   (FM 12, FM 13, FM 14, FM 35, FM 36, FM 38)

(1) CM로 보고하는 숫자 부호는 International Cloud Atlas의 도해와 부호표 

0515의 해설에 따라 결정한다.

CR  활주로 오염 정도(부호표 0519) (FM 15, FM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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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 특수한 구름(부호표 0521) (FM 12, FM 13 및 FM 14의 제3절 9군),

Ca 연직으로 발달한 구름의 특징(부호표 0531) (FM 12, FM 13 및 FM 14의 제3절 9군)

Cc

열대요란에 동반되는 구름의 색깔 또는 수렴(부호표 0533) 

(FM 12, FM 13 및 FM 14의 제3절 9군)

Ce 해빙의 3차원적 형태의 밀집도(부호표 0501) (FM 44),

Ci

수문관측소가 위치한 각 유역(BB)에 대한 국가 지시부 (FM 67, FM 68),

(1) 국가 지시부는 Manual on Codes Volume Ⅱ에 있다.

Cm 주요 구름의 형태(부호표 0544) (FM 85),

Cp 해빙의 우세한 형태의 밀집도(부호표 0501) (FM 44),

Cq 해빙의 4차원 형태의 밀집도(부호표 0501) (FM 44),

Cs 해빙의 2차원 형태의 밀집도(부호표 0501) (FM 44),

― 구름형태(시스템)(부호표 0551) (FM 45),

Ct
구름밑면이 관측소 고도보다 낮은 구름의 구름윗면 상태(부호표 0552) 

(FM 12, FM 14)

Cu 해빙의 5차원 형태의 밀도(부호표 0501) (FM 44),

C0 지형성 구름(부호표 0561) (FM 12, FM 13 및 FM 14의 제3절 9군)

C1 해빙 발달 우세단계의 밀집도(부호표 0501) (FM 44),

― 신뢰도(부호표 0562) (FM 45, FM 46),

C2 해빙 발달 2차 단계의 밀집도(부호표 0501) (FM 44),

―

확률, 10% 단위(FM 53, FM 54)

(1) C2는 5, 즉 50%를 초과할 수 없다.(어느 요소의 발생 확률이 50%를 초과하는 

경우는 그 요소의 발생을 중요 현상으로 예보한다)

C3 해빙 발달 3차 단계의 밀집도(부호표 0501) (FM 44),

C4 해빙 발달 4차 단계의 밀집도(부호표 0501) (FM 44),

C5 해빙 발달 5차 단계의 밀집도(부호표 0501) (FM 44),

C′ 구름밑면 관측소 고도보다 낮은 구름의 운형(부호표 0500) (FM 12, FM 14)

C2C2

확률, % 단위 - 10의 단위로 사사오입 (FM 51)

(1) C2C2는 50, 즉 50%를 초과할 수 없다.(어느 요소의 발생 확률이 50%를      

초과하는 경우는 그 요소의 발생을 중요 현상으로 예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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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CmCm

sensor로부터 구한 무방향성 스펙트럼의 최대밀도, 주파수는 m2/Hz 단위, 파수는 

m3 단위 (FM 65),

CsmCsmCsm

Slope sensor로부터 구한 무방향성 스펙트럼의 최대밀도, 주파수는  m2/Hz 단위, 

파수는 m3 단위 (FM 65),

CCCC ICAO 국제4문자 지역 지시부 (FM 15, FM 16, FM 51, FM 54)

CsCsCsCs 합계점검의 마지막 4 숫자 (FM 47)

cT 열역학적 보정법(부호표 0659) (FM 39, FM 40)

ci 해빙의 밀집도 또는 배열(부호표 0639) (FM 12, FM 13, FM 14)

cw 바람 보정법(부호표 0659) (FM 39, FM 40)

cs1cs1

cs2cs2

.........

csncsn

스펙트럼 최대밀도 CsmCsmCsm에 대해, 임의 대역의 Slope sensor로 구한 스펙트럼 

밀도의 비율(FM 65)

(1) 전문 00은 0 또는 대역이 스펙트럼 최대밀도에 포함됨을 나타낸다. 

    최대값을 갖는 대역이 구별되므로 의미가 어느 쪽임은 명백하다.

c0c0

해면상의 해류 속도, 0.1 ㎧ 또는 0.1 kt 단위 (지시부 ic) (FM 62)

(1) 해류속도가 0.05 ㎧(0.1 kt) 미만이면 dodococo는 0000으로 보고한다.

c1c1

c2c2

.........

cncn

스펙트럼 최대밀도 CmCmCm에 대해 임의 대역의 heave sensor로 구한 스펙트럼 

밀도의 비율 (FM 65)

(1) cs1cs1, cs2cs2, ....csncsn의 (1) 참조

―

첫 번째 복사량 R1R1R1과 마지막 복사량 RnRnRn에 대응하는 필터

채널 번호 (FM 87)

(1) 필터 채널 번호는 기기의 특성에 따라 01에서 어느 값 까지 범위에 있다.

c0c0c0

c1c1c1

.........

cncncn

해면에서 시작되는 임의 수심과 또는 유의 수심의 해류 속도

cm/sec 단위 (FM 18, FM 64)

D 지상풍 풍향(부호표 0700) (FM 61)

― 해빙이 과거 12시간 동안 흘러간 방향(부호표 0700) (FM 44)

DH 고층운(CH)이 이동해 오는 방향(부호표 0700) (FM 12, FM 13, FM 14)

Dk 너울이 이동해 오는 방향(부호표 0700) (FM 61)

DL 하층운(CL)이 이동해 오는 방향(부호표 0700) (FM 12, FM 13, FM 14)

DM 중층운(CM)이 이동해 오는 방향(부호표 0700) (FM 12, FM 13, FM 14)

Da

지형성 구름 또는 연직으로 발달한 구름이 있는 방향 (부호표 0700) 

(FM 12, FM 13, FM 14)

―

지정된 현상을 관측한 방향 또는 같은 군에서 기술한 현상을 보고한 방향 (부호표 

0700) (FM 12, FM 13 및 FM 14의 제3절 9군)

De 에코 패턴의 이동 방향(부호표 0700) (FM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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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

중요 빙단의 방위(부호표 0739) (FM 12, FM 13, FM 14)

(a) 2개 이상의 빙단이 있을 때는 가장 가깝거나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하여        

보고한다.

Dp

지정된 현상이 이동해 오는 방향(부호표 0700) 

(FM 12, FM 13 및 FM 14의 제3절 9군)

Ds

선박이 관측 전 3시간 동안 이동해 온 합성 변위 방향(부호표 0700) 

(FM 13)

Dv

하나 또는 두개의 문자로 표시한 8방위의 관측방향(N, NE 등)

(FM 15, FM 16)

Dw Wt로 주어진 수면의 트인 방향(부호표 0755) (FM 44)

D1 관측소에서 해당 지점의 방향(부호표 0700) (FM 45)

DRDR ICAO Annex 14에 따라 보고하는 활주로 지시부 (FM 15, FM 16)

DcDc 해면의 해류 방향, 10° 단위 (FM 63)

DgrDgr 월간 우박 일수 (FM 71)

DtDt

대류권계면의 기온과 이슬점온도의 차(부호표 0777) 

(FM 35, FM 36, FM 37, FM 38)

DtsDts 월간 뇌전 일수 (FM 71)

D0D0

D1D1

.........

DnDn

관측소 고도에서 시작, 표준등압면 또는 특이 고도면의 기온과 이슬점온도의 차

(부호표 0777) (FM 35, FM 36, FM 37, FM 38)

DDD 얼음 두께, cm 단위 (FM 67)

DDD

DDD

..........

DnDnDn

관측소 고도에서 시작, 표준등압면의 기온과 이슬점온도의 차의 월 평균값, 

0.1℃ 단위 (FM 75, FM 76)

D1D1D1

D2D2D2

등

발생원 방향, 1° 단위 (FM 81)

D′1D′1D′1
D′2D′2D′2
등

g1g1, g2g2 등으로 나타낸 시각에서 중심축의 방향, 1° 단위 (FM 83)

DPaDPaDPaDPa 취해진 보호활동의 반경, 1 km 단위 (FM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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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D′D′
파랑기록의 기간(초 단위) 또는 길이, 10 m 단위 (FM 65)

(1) 주파수 또는 파수의 사용은 식별문자 Ia에 표시.

D......D
3자 이상의 문․숫자로 구성되는 선박의 호출부호

(FM 13, FM 20, FM 33, FM 36, FM 62, FM 63, FM 64, FM 65, FM 85)

―

지상 또는 고층기상관측을 수행하거나 방사능 보고의 정규적인 발표와 사고발생시 

발표를 수행하는 육상 이동관측소에 대한 호출부호로 3자 이상의 문․숫자로 구성 

(FM 14, FM 22, FM 34, FM 38, FM 57)

(1) 이 군은 A1A2DDD형으로 부호화를 권고하고 있다. 여기서 A1A2는 지리 지시

부로 2문자로 나타내고, Manual on the Global Telecommunication System 

(Volume I).의 부록 2. Ⅱ-5의 part Ⅰ 표 C1에 따라 나라와 영역을 표시한다. 

DDD는 위치 지시부로 육상 이동 관측소가 고층기상관측을 수행한 도시 또는 

마을의 지명을 처음의 3문자로 나타낸다.

dT

기온의 변화량, 변화의 상승․하강은 sn에 의해 표시(부호표 0822) 

(FM 12, FM 13, FM 14)

dc

RRR로 보고하는 강수의 지속시간 및 특성(부호표 0833)

(FM 12, FM 13 및 FM 14의 제3절 9군)

(1) W1W2의 적용 시간 내에 강수 발생 시간이 1회 뿐이면 그 지속시간은 강수의   

    시작으로부터 

(a) 관측할 때 강수가 없는 경우는 끝난 시각까지.

(b) 관측할 때 강수가 있을 때는 관측 시 까지

(2) W1W2의 적용 시간 내 강수가 있는 시간이 2회 이상이면 그 지속시간은 W1W2의   

    적용시간 모두 또는 일부분이 걸치는 처음의 강수 시작으로부터 

(a) 관측할 때 강수가 없으면 끝난 시각까지

(b) 관측할 때 강수가 있으면 관측 시 까지

dp

소수점 위치 (FM 39, FM 40)

(1) 소수점 위치는 3번째 유의 숫자의 왼쪽 자리 수에 표시한다. 소수점은 P1P1P1에  

    의한 1 g/m3 단위의 실제 밀도를 나타내도록 그 위치를 정해야 한다.

(2) 3번째 유의 숫자는 항상 dp에 대한 보고값에 포함된다.

예 : 공기밀도가 120 g/m3의 경우 9dpP1P1P1군은 90120으로(dp=0)

공기밀도가 1.20 g/m3의 경우 9dpP1P1P1군은 92120으로(dp=2)

공기밀도가 0.281 g/m3의 경우 9dpP1P1P1군은 93281로(dp=3)

dd

바람이 불어오는(또는 예상되는) 방향, 10도 단위(부호표 0877, 북극점에서 1° 

이내의 관측소는 부호표 0878 사용) 

(FM 12, FM 13, FM 14, FM 18, FM 22, FM 39, FM 40, FM 45, FM 63, 

FM 64,  FM 88)

--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5° 단위로 반올림), 10도 단위

(FM 32, FM 33, FM 34, FM 41,)

-- 격자점에서 예상되는 풍향, 10도 단위(부호표 0877) (FM 50)

--

구름 이동으로 산출한 풍향, 10° 단위(부호표 0877) (FM 85)

(1) 5° 단위로 반올림하여 만든 풍향의 100 단위와 10 단위의 값을 보고하되, 

1단위의 값은 풍속 100 단위의 값에 더하여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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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293° 162 kt 경우            (b) 292° 162 kt 경우

           295                                290

      +   162                             +  162

        29662                               29162

(2) 남극점에서 1° 이내의 부호표 0877을 사용한다. 이들 관측소는 고리의 0눈금  을 

그리니치 자오선에 일치시키기 위하여 방위환 방위를 결정한다. 예를 들어 

경도 0° 방향의 바람은 36, 동경 90° 방향의 바람은 09, 경도 180°는 18, 

서경 90°는 27로 보고한다. 

dBdB

부이의 표류 방향, 10° 단위, YYMMJ GGgg/ 군으로 보고된 마지막 위치에서 측정 

(FM 18)

dada dd로 보고한 평균풍향에서 반시계방향의 끝단 (FM 22)

da1da1

지정된 대역의 파랑이 오는 평균 방향, 진북기준 4°단위,(부호표 0880) (FM 65)

(1) 99는 그 대역의 에너지가 한계값 이하에 있음을 표시

da2da2

지정된 대역의 파랑이 오는 중요한 방향, 진북기준 4°단위,(부호표 0880) (FM 65)

(1) da1da1의 (1) 참조

dcdc dd로 보고한 평균풍향에서 시계방향의 끝단 (FM 22)

dddd 우세파가 오는 방향, 4°단위(부호표 0880) (FM 65)

dhdh

고도 hxhxhx에서 예상되는 풍향, 10°단위(부호표 0877) 

(FM 53, FM 54)

djdj 제트류 바람의 풍향(또는 예상 풍향), 10°단위(부호표 0877) (FM 45)

dmdm

최대풍 풍향(5°단위로 반올림), 10°단위로 보고한다.

(FM 32, FM 33, FM 34, FM 35, FM 36, FM 37, FM 38)

(1) dd의 (1) 참조

-- 비행고도 nmnmnm에서 예상되는 최대바람의 풍향, 10°단위(부호표 0877) (FM 50)

-- 고도 h′mh′m에서 예상되는 최대바람의 풍향, 10°단위(부호표 0877) 

(FM 53, FM 54)

dsds 기압계 또는 전선이 이동해 가는 방향, 10°단위(부호표 0877) 

(FM 20, FM 45, FM 46)

(1) dsds 군은 앞의 군에서 나타낸 위치에 있는 기압계가 이동해 가는 방향을 표시한다.

―

우세파의 방향 분산, 1° 단위 (FM 65)

(1) 방향 분산의 값은 통상 1래디안(약 57°) 미만이다.

―

열대저기압 또는 구름계가 이동해 가는 방향. 10° 단위 

(부호표 0877) (FM 85)

dtdt
대류권계면에서의 풍향(5°단위로 반올림), 10°로 보고

(FM 35, FM 36, FM 37, FM 38)

(1) dd의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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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wdw 파랑이 밀려오는 방향, 10° 단위(부호표 0877) (FM 45, FM 46)

dw1dw1

dw2dw2

너울이 밀려오는 방향, 10° 단위(부호표 0877) 

(FM 12, FM 13, FM 14)

dodo 해면의 해류가 이동해 가는 방향, 10° 단위(부호표 0877) (FM 62)

d0d0

d1d1

.........

dndn

지면에서 시작한 지정고도의 풍향(5° 단위로 반올림), 10° 단위로 보고

(FM 32, FM 33, FM 34, FM 35, FM 36, FM 37, FM 38)

(1) dd의 (1) 참조 

―

해면에서 시작한 지정 수심면과/또는 유의 수심면에서 해류가 이동해 가는 방향, 

10° 단위(부호표 0877) (FM 18, FM 64)

d1d1

d2d2

.........

dndn

지정 고도에서 풍향, 10° 단위(부호표 0877) (FM 39, FM 40)

― 파랑이 밀려오는 방향, 4° 단위(부호표 0880) (FM 65)

ddd
바람이 불어오는 (또는 예상되는) 방향, 10° 단위로 사사오입 

(FM 15, FM 16, FM 51)

―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 1° 단위. (FM 42)

dndndn

가변풍향의 반시계 방향의 끝단, 진북방향 10° 단위로 사사오입.

(FM 15, FM 16)

dtadtadta 대기 중의 주 수송방향, 북쪽으로부터 1° 단위. (FM 22)

dtwdtwdtw 수중의 주 수송방향, 북쪽으로부터 1° 단위. (FM 22)

dvdvdv
dvdvdv･････
dvndvndvn

지정등압면에서 월평균 벡터 바람의 풍향, 1° 단위. (FM 75, FM 76)

(1) 월평균 벡터 바람이 100~199 kt일 경우는 dvdvdv에 500을 더하여 보고.

dxdxdx

가변풍향의 시계 방향의 끝단, 진북방향 10° 단위로 사사오입.

(FM 15, FM 16)

didididi 표준 축척 위도에서 직교격자의 i축에 대한 격자의 격자간격, 1 km 단위. (FM 47)

― 지리 격자의 위도선에 대한 격자의 격자간격, 1/10° 단위. (FM 47)

djdjdjdj 표준 축척의 위도에서 직교 격자의 j축의 격자간격, 1 km 단위. (FM 47)

― 지리 격자의 자오선 격자간격, 1/10° 단위. (FM 47)

E
눈 또는 얼음을 측정할 수 없는 지면상태

(부호표 0901) (FM 12, FM 14)

ER 활주로 퇴적물(부호표 0919) (FM 15, FM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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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 유출 특성(부호표 0933) (FM 22)

Ee 시간에 따른 유출 상황(부호표 0935) (FM 22)

Eh

적난운의 구름밑면 또는 다른 현상의 정상부에 대한 수평선상의 고도각

(부호표 0938) (FM 12, FM 13 및 FM 14의 제3절 9군)

Es 현재 또는 예상되는 유출 상태(부호표 0943) (FM 22)

E3 얼음층 아래 질퍽눈 상태(부호표 0964) (FM 67)

E′
눈 또는 측정 가능한 얼음으로 덮힌 지면상태(부호표 0975) 

(FM 12, FM 14)

EsEs 선박에 붙은 착빙의 두께, 1 cm 단위 (FM 12, FM 13, FM 14)

E1E1

E2E2

하천, 호수 또는 저수지의 얼음상태(부호표 0977) (FM 67)

EEE
과거 24시간 동안의 증발량 또는 증발산량, 1/10 mm 단위

(FM 12, FM 13, FM 14)

eC

C로 보고한 구름윗면(구름의 상단)의 고도각(부호표 1004) 

(FM 12, FM 13, FM 14)

eQ

유출량(dm3/s)을 구하는QQQ, Q1Q1Q1 또는 Q2Q2Q2의 0의 수

(FM 67, FM 68)

e1 등치선 형태 및 등치선값, uuu 단위(부호표 1062) (FM 45)

e2 등치선 형태 및 등치선값, uu 단위(부호표 1063) (FM 45, FM 46)

e′

현상의 정상부에 대한 수평선상 고도각. 즉, 관측자의 눈에서 본 수평면 과 관측

자의 눈에서 현상의 정상부를 잇는 직선과의 각(부호표 1004) 

(FM 12, FM 13 및 FM 14의 제3절 9군)

eReR 퇴적물 두께(부호표 1079) (FM 15, FM 16)

eTeT 기온 측정장비의 종류(부호표 1085)  (FM 39, FM 40)

ewew 바람 측정장비의 형태(부호표 1095) (FM 39, FM 40)

eee 월 평균 증기압, 0.1 hPa 단위 (FM 71, FM 72)

FH 4개 숫자로 된 예보 형태와 날짜, 시간군의 수(부호표 1109) (FM 68)

Fc 전선 특성(부호표 1133) (FM 45, FM 46)

Fe 세 번째로 많은 해빙 형태(부호표 1135) (FM 44)

F i 전선 강도(부호표 1139) (FM 45, FM 46)

Fm 해상 예상풍력(부호표 1144) (FM 61)

Fp

가장 많은 해빙 형태(부호표 1135) (FM 44)

(1) 만일 둘 이상 형태의 해빙이 같은 밀집도일 경우 우세한 형태의 선택은 해빙의 

    크기 순으로 정한다.

Fq 네 번째로 많은 해빙 형태(부호표 1135) (FM 44)

Fs 두 번째로 많은 해빙 형태(부호표 1135) (FM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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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t 전선 종류(부호표 1152) (FM 45, FM 46, FM 53, FM 54)

Fu 다섯째로 많은 해빙 형태(부호표 1135) (FM 44)

Fx

W1W2 적용시간에 보퍼트 풍력계급에 의한 최대 풍력(0=보퍼트 풍력계급 10, 

1=풍력계급 11, 2=풍력계급 12 등) (FM 12, FM 13 및 FM 14의 제3절 9군)

(1) 보퍼트 풍력계급은 제5장에 있다. 

F 1

F 2

등
점 강도(부호표 1162) (FM 81)

F1F2

시작/발생 중심센터 위치 표시(공통 부호표 C-1, 부록 2. 1 참조)

(FM 47, FM 49, FM 57)

FLFLFL 장파복사의 24시간 총복사량, Joule 단위 (FM 88)

FiFiFi 단파복사의 24시간 총입사량, Joule 단위 (FM 88)

FsFsFs 단파복사의 24시간 총복사량, Joule 단위 (FM 88)

F3F3F3

시작/발생 중심센터 위치 표시(공통 부호표 C-1, 부록 2. 1 참조)

(FM 86, FM 87, FM 88)

F4F4F4

시작/발생 2차 위치 표시(필요시 F3F3F3 센터에 의하여 정의 - WMO 사무국에 

제출된 표)(FM 47, FM 49, FM 57)

FFFF 1시간 동안의 복사량, kJ/m2 단위 (FM 12, FM 13, FM 14)

F24F24F24F24 24시간 동안의 복사량, J/cm2 단위 (FM 12, FM 13, FM 14)

f 구름의 이동으로부터 산출한 풍속(부호표 1200) (FM 85)

fe 에코 패턴의 이동속도(부호표 1236) (FM 20)

ff
풍속, 단위는 iw로 표시 (FM 12, FM 13, FM 14, FM 18, FM 22)

(1) 99 단위 이상의 풍속은 규정 12.2.2.3.3항 참조

―

풍속, kt 또는 m/s 단위 (FM 15, FM 16, FM 51)

(1) 100 단위 이상의 풍속은 규정 15.5.6항 또는 51.3.5항 참조

―

풍속, kt 단위 (FM 45)

(1) 100 단위 이상의 풍속은 규정 45.3.6.2항 참조

― 풍속, 단위는 iu로 표시 (FM 63, FM 64)

fm fm

최대풍속, kt 또는 m/s 단위 (FM 15, FM 16, FM 51)

(1) ff의 (1)항 참조

fsfs

기압계, 전선 또는 강수역의 속도, kt 단위 (FM 20, FM 45, FM 46)

(1) fsfs는 앞 군에 표시된 위치에서 시스템의 이동속도를 말한다.

― 열대저기압 또는 다른 기압계의 이동속도 kt 단위 (FM 85)

f taf ta 대기 중의 주 수송 속도, m/s 단위 (FM 22)

f tw f tw 수중의 주 수송 속도, m/s 단위 (FM 22)

fvfv
fvfv

fvn fvn

지정등압면의 월 평균 벡터량의 풍속, kt 단위 

(FM 75, FM 76)

f10f10

월간 풍속 10 m/s 이상 또는 20 kt 이상의 일수 (FM 71)

(1) 연속으로 측정된 기록이 있다면 10분 일 최대 평균풍속을 사용한다.

(2) 연속으로 측정된 기록이 없다면 그날 관측한 값을 사용한다. 풍속계가 없다면  

규정 12.2.2.3.2항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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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0f20

월간 풍속 20 m/s 이상 또는 40 kt 이상의 일수 (FM 71)

(1) f10f10의 (1), (2)항 참조

f30f30

월간 풍속 30 m/s 이상 또는 60 kt 이상의 일수 (FM 71)

(1) f10f10의 (1), (2)항 참조

fff
99 단위 이상의 풍속, 단위는 iw로 표시 (FM 12, FM 13, FM 14, FM 22)

(1) 규정 12.2.2.3.3항 참조

―

풍속, m/s 또는 kt 단위 (FM 32, FM 33, FM 34, FM 41, FM 88)

(1) dd의 (1) 참조

(2) YY의 (1) 참조

―

HH 고도의 풍속, m/s 또는 kt 단위 (FM 39, FM 40)

(1) YY의 (1) 참조

― h1h1h1 고도의 풍속, kt 단위 (FM 42)

― 격자점의 예보 풍속, kt 단위 (FM 50)

fdfdfd

대역의 다음 중심 주파수(Hz) 또는 파수(m-1)를 구하기 위하여 이전의  중심 

주파수 또는 파수에 더하는 증가분, 지수는 식별문자 x로 표시 (FM 65)

fgfgfg 최대 추적 상당 연직돌풍, 0.1 m/s 단위 (FM 42)

fhfhfh hxhxhx 고도의 km/h, kt 또는 m/s 단위 (FM 53, FM 54)

f if if i 제트류의 풍속, 단위는 ij로 표시 (FM 45)

― 제트 중심축의 풍속, km/h, kt 또는 m/s 단위 (FM 53, FM 54)

fmfmfm

최대풍속 m/s 또는 kt 단위 

(FM 32, FM 33, FM 34, FM 35, FM 36, FM 37, FM 38)

(1) dd의 (1) 참조

(2) YY의 (1) 참조

― nmnmnm 비행고도의 최대풍속, km/h, kt 또는 m/s 단위 (FM 50)

― h′mh′m 고도의 풍속, km/h, kt 또는 m/s 단위 (FM 53, FM 54)

ftftft

대류권계면에서의 풍속, m/s 또는 kt 단위 (FM 35, FM 36, FM 37, FM 38)

(1) dd의 (1) 참조

(2) YY의 (1) 참조

fxfxfx 월중 최대순간풍속, iw에 표시된 0.1 단위 (FM 71)

f0f0f0

f1f1f1

.........

fnfnfn

관측소 고도에서 시작한 지정고도의 풍속, m/s 또는 kt 단위 

(FM 32, FM 33, FM 34, FM 35, FM 36, FM 37, FM 38)

(1) dd의 (1) 참조

(2) YY의 (1) 참조

f1f1f1

f2f2f2

.........

fnfnfn

지정 등압면에서의 풍속, m/s 또는 knots 단위 (FM 39, FM 40)

(1) YY의 (1) 참조

―

대역의 첫 번째 중심의 주파수(Hz) 또는 파수(m-1), 

지수는 식별문자 x로 표시 (FM 65)

G 예보의 적용기간(부호표 1300) (FM 61)

Gp

예보 기간, 시간단위 (FM 53, FM 54)

(1) 기간이 30분 미만일 때는 Gp= 0으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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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

관측시각, 매 정시 UTC단위 (FM 12, FM 13, FM 14, FM 32, FM 33, FM 34, 

FM 35, FM 36, FM 37, FM 38, FM 67, FM 81, FM 82)

(1) 지상관측의 관측시각은 기압계를 읽은 시각이다.

(2) 고층관측의 관측시각은 실제로 기구를 비양하거나 로케트를 발사한 시각       

또는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륙한 시각이다.

(3) 대기 공전관측의 관측시각은 지정된 모든 뇌전 요소의 관측이 끝난 시각이다.

―

편집 전문군의 첫 번째 AMDAR 보고시각, 분 단위 UTC 기준 시간단위 (FM 

42) 

―

예보의 발효시각, UTC 기준 시간단위 (FM 51, FM 53, FM 54)

(1) 규정 51.8, 53.4 및 54.4항 참조

― 위성자료의 관측시각, UTC 기준 시간단위 (FM 86, FM 87)

GFGF 기온예보의 유효시간, UTC 기준 시간단위 (FM 51)

GcGc

일기도 등 작성자료의 관측시각, UTC 기준 시간단위 

(FM 44, FM 45, FM 46)

―

아래에 기술한 시각, UTC 기준 시간단위

  (a) 분석에 사용된 자료의 관측시각

  (b) 예상에 사용된 분석자료장의 시각

(c) 평균장 또는 변화값을 계산하는데 사용한 기간의 끝나는 시각

       (FM 47, FM 49)

 (1) 시간은 종관관측(지상 또는 고층)을 위한 표준시각의 하나임.

GeGe GG에 시작한 예보 유효기간의 종료 시각, UTC 기준 시간단위 (FM 51)

GnGn 극 최저기온이 관측된 날의 UTC 시간 (FM 71)

GpGp

예상일기도의 유효시간을 구하기 위하여 GcGc에 더하는 시간단위

(FM 44, FM 45, FM 46)

― 예보 적용기간, 시간단위 (FM 57)

G rGr

방사능 감시활동 또는 유출에 관한 보고시각, UTC 기준 시간단위 

(FM 22)

― 예보발표 시각, UTC 기준 시간단위 (FM 57)

GsGs

해빙도 작성에 사용된 위성자료의 관측시각, UTC 기준 시간단위

(FM 44)

GxGx 극 최고기온이 관측된 날의 UTC 시간 (FM 71)

G0G0

방사능 이동경로를 산출하기 위해 사용된 분석/예보의 초기시간, UTC 기준 시간단위 

(FM 57)

G1G1

예보기간의 시작시간, UTC 기준 시간단위 

(FM 51, FM 53, FM 54, FM 61)

 (1) 예보기간의 시작이 자정일 때는 G1G1=0으로 보고.

― 예보 적용기간의 시작시간, UTC 기준 시간단위 (FM 57)

― 예보 적용기간의 시간 또는 시작시간, UTC 기준 시간단위 (FM 68)

― 기록의 시작시간, UTC 기준 시간단위 (FM 83)

G2G2

예보기간의 종료시간, UTC 기준 시간단위 (FM 51, FM 53, FM 54)

 (1) 예보기간의 종료 시간이 자정일 때는 G1G1=24로 보고한다.

 (2) 예보기간이 G1G1으로 부터 25~48 시간일 때는 G2G2는 예보기간의 종료 시각에  

50을 더하여 보고한다.(그러나 FM 51의 G2G2에는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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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보 적용기간의 종료시간, UTC 기준 시간단위 (FM 68)

― 기록의 종료시간, UTC 기준 시간단위 (FM 83)

GGg

관측시간, UTC 시간과 10분 단위

(FM 20, FM 39 FM 40, FM 41, FM 85)

(1) FM 20의 경우는 보고에 사용한 마지막 레이더 관측시간을 보고한다.

(2) FM 39와 FM 40의 경우는 로켓의 발사시간을 보고한다.

(3) FM 41의 경우는 항공기로부터 보고된 UTC의 시간과 분에서 마지막 1위의 분을   

    생략한 시각을 보고한다.

(4) FM 85의 경우는 규정 85.2.2항 참조

GsGsgs

분석에 사용되는 위성영상을 얻는데 필요한 주사시간의 중간시간, UTC 시간과 

10분 단위 (FM 85)

GGgg

관측시간, UTC 시간과 분 

(FM 12, FM 13, FM 14, FM 15, FM 16, FM 18, FM 22, FM 35, FM 36, 

FM 37, FM 38, FM 42, FM 62, FM 63, FM 64, FM 65, FM 67, FM 88)

(1) FM 12, FM 13, FM 18 : 실제 관측시간

(2) FM 35, FM 36, FM 38 : 라디오존데의 비양시간

(3) FM 63, FM 64 : BT(Bathythermograph)를 수면에 내린 시간

(4) FM 67 : 수위 또는 방류의 최대 또는 최저치의 발생시간

(5) FM 88 : 관측시간 또는 바람 산출을 위한 중간점 관측시간

―

예보변화의 시작시간과 종료시간 또는 특정 변화상태가 예상되는 시간, 

UTC 시간과 분 (FM 15, FM 16, FM 22, FM 51)

GGggZ

관측 또는 예보시간, UTC 시간과 분 다음에 UTC 약자 지시부인 Z문자를 붙인다. 

(FM 15, FM 16, FM 51, FM 53, FM 54)

(1) FM 15 : 실제 관측시간

(2) FM 16 : 보고하는 기상변화의 발생시간

(3) FM 51 : 예보 발표시간

(4) FM 53, FM 54 : 예보기간의 시작시간

GFGFgFgF

WINTEM 전문의 유효시간, UTC 기준 시간단위 (FM 50)

(1) 그 결과로 항상 g Fg F=00으로 보고한다.

GaGagaga 사고시간, UTC 시간과 분 (FM 22, FM 57)

GeGegege 방사능 감시활동 또는 유출의 종료시간, UTC 시간과 분 (FM 22)

GsGsgsgs 방사능 감시활동 또는 유출의 시작시간, UTC 시간과 분 (FM 22)

G1G1g1g1

G2G2g2g2

............

GjGjgjgj

지정된 장소에 방사능 오염의 도착 예상시간, UTC 시간과 분 (FM 57)

g
지오포텐셜, 기온 및 습도의 평균값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한 관측시간

(부호표 1400) (FM 75, FM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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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0

바람의 변화, 최대풍속의 출현 또는 기온변화의 시간과 관측시간 사이의 경과시간, 

시간 단위 (FM 12, FM 13, FM 14)

(1) 경과시간은 분을 버린 정수시간의 수이다. 예를 들어, 변화 또는 출현시간이 

관측 시간 뒤 45분이면 g0=0이며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이면 g0=1이 된다.

(2) g0의 값은 0~5의 정수를 사용한다.

gpgp

보조절 추가정보의 시간을 표시하기 위하여 서문에 주어진 시간에 더하거나 빼는 

시간 수 (FM 45, FM 46)

grgr

격자체계 및 지리정보 (부호표 1487) (FM 47)

(1) 숫자 부호 01~08에 해당되는 격자체계는 제2절에 표시

(2) 숫자 부호 99에 해당되는 격자체계는 Volume B of publication WMO–No. 9에 

기술(F1F2 센터의 NNN 참조) 

g1g1 중심의 출현시간, UTC 기준 시간단위 (FM 83)

g2g2 중심의 소멸시간, UTC 기준 시간단위 (FM 83)

He 에코 마루의 고도(부호표 1535) (FM 20)

H1

ULa1ULo1, ULa2ULo2 등으로 나타낸 5개의 지점 중에서 처음의 지점에 대한 구름

윗면의 최대 해발고도(부호표 1561) (FM 88)

H2

H3

H4

H5

H1과 마찬가지로 각각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의 지점에 대한 

구름윗면의 최대 해발고도 (FM 88)

HH 자료를 보고하는 층의 해발고도, km 단위 (FM 39, FM 40)

HwHw 파고, 0.5 m 단위  (FM 12, FM 13, FM 14)

―

예상파고, 0.5m 단위  (FM 61)

(1) 파고의 평균값(파의 골과 마루 사이의 연직 거리)은 관측 또는 예상되는 물결 

가운데 뚜렸하게 형성된 파로부터 구한 값이다. 

(2) 0.25 m 미만의 파고는 00, 0.25~0.75 m의 파고는 01, 0.75~1.25 m의 

파고는 02 이다.

HwaHwa

계기 관측에 의한 파고, HwHw와 같은 단위(FM 12, FM 13, FM 14, FM 18)

(1) HwHw의 (1) 및 (2) 참조

Hw1Hw1

Hw2Hw2

너울의 높이, HwHw와 같은 단위 (FM 12, FM 13, FM 14)

(1) HwHw의 (1) 및 (2) 참조

H′H′
C′로 보고한 구름 윗면의 해발고도, 100 m 단위 (FM 12, FM 14)

(1) H′H′ = 99 - 구름 윗면이 9,900 m 이상의 고도임.

HbHbHb 구름 밑면의 해발고도, 100 m 단위 (FM 45)

HjHjHj 제트류 중심축의 지오포텐셜, ij로 표시된 단위  (FM 45)

HtHtHt 구름윗면의 해발고도, 100 m 단위 (FM 45)

HwaHwaHwa

계기 관측에 의한 파고, 0.1m 단위 (FM 12, FM 13, FM 14, FM 18)

(1) HwaHwaHwa를 사용하는 경우 규정 12.3.3.5항 참조

(2) HwHw의 (1) 참조

HHHH D값 또는 가장 가까운 표준등압면으로 환산한 고도, 10 m 단위, (FM 41)

HmHmHmHm 최대풍의 해발고도, 10 gpm 단위 (FM 32, FM 33, FM 34)

―

최대 파고, cm 단위 (FM 65)

(1) 파고를 0.1m 단위로만 보고하는 경우 이 군의 마지막 숫자 칸에는 (/)로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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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HsHsHs

유의파고, cm 단위 (FM 65)

(1) HmHmHmHm의 (1) 참조

―

관측소의 계기에서 0 눈금 이상의 수위, cm 단위 (FM 67)

(1) 0 눈금 아래 수위의 경우에는 cm로 측정된 절대값에 500을 더한다. 

HseHseHseHse

Slope sensor로부터 구한 추정 유의파고, cm 단위 (FM 65)

(1) HmHmHmHm의 (1) 참조

Hs1Hs1Hs1Hs1

관측소의 계기에서 0 눈금 이상의 하한 예보 수위, cm 단위 (FM 68)

(1) 0 눈금 아래 수위의 경우에는 cm로 측정된 절대값에 5000을 더한다.

Hs2Hs2Hs2Hs2

관측소의 계기에서 0 눈금 이상의 상한 예보 수위, cm 단위 (FM 68)

(1) Hs1Hs1Hs1Hs1의 (1) 참조

H1H1H1H1

H2H2H2H2

대기에서 기준면의 해발고도, 10 m 단위, 해양에서는 기준면의 수심, m 단위

(FM 47, FM 49)

(1) 2개 면 사이의 층에 관한 분석 또는 예상의 경우 윗층은 H1H1H1H1으로, 

아래층은 H2H2H2H2로 나타낸다. (FM 47에 한함)

(2) 평균 해면의 경우 H2H2H2H2=0000으로 보고한다.

HHHH

HHHH

......
HnHnHn Hn

지정 기압면의 월 평균 지오포텐셜, 표준 gpm 단위 (FM 75, FM 76)

(1) 표준 gpm에 의한 값은 실용 목적상 m로 나타낸 고도와 같음

(2) 표준 gpm이 9999 이상 고도의 경우에는 10,000위는 생략함.

h

최저운의 지면상 구름밑면고도(부호표 1600) 

(FM 12, FM 13, FM 14, FM 35, FM 36, FM 38)

(1) 지면상 고도는 관측소에서는 관측소로부터의 높이, 선박에서는 수면으로부터의 

높이, 비행장에서는 공항의 공식적인 높이를 말함

h c 지형계의 특성(부호표 3133)  (FM 45)

h t 지형계의 형태(부호표 3152)  (FM 45)

h a h a

일정기압면의 고도, 10 gpm 단위  (FM 45)

(1) 고기압 또는 저기압에 대해서 haha는 중심의 지오포텐셜값, 기압마루는 가장 

높은 지오포텐셜값, 기압골은 가장 낮은 지오포텐셜 값을 보고함.

h g h g

동결한 부착물의 직경을 측정한 장소의 지면상 높이(99 m 이상은 99로 보고함 

(FM 12, FM 13 및 FM 14의 제3절 9군)

h sh s

C로 보고한 구름층 또는 구름덩이의 구름밑면고도(부호표 1677) (FM 12, FM 13, FM 14)

(1) 만일 안개, 모래보라, 먼지보라, 높은 날린 눈 또는 다른 장애현상이 있어도    

하늘이 보일 때는 부분적인 장애현상은 무시해야 한다. 다만 위의 상태에서 하늘이 

보이지 않을 때는 8군은 89/hshs로 보고하고 hshs에는 연직 시정값을 택한다. 연직  

시정은 장애물을 통한 연직 가시거리로 정의되며, 부호표 1677의 구름윗면과 같은 

방법으로 보고한다.

(2) 고도는 지면상의 높이이다.(h의 (1) 참조)

h th t

최저구름의 구름윗면고도 또는 최저 구름층, 안개의 고도(부호표 1677)

(FM 12, FM 13 및 FM 14의 제3절 9군)

h′ph′p 대류권계면의 고도* (FM 53, FM 54)

h′jh′j 제트류 중심축의 고도* (FM 53, FM 54)

h′mh′m 최대풍의 고도* (FM 53, FM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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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h
a3로 주어진 표준등압면의 지오포텐셜, gpm 단위, 1,000의 자리수는 생략한다. 

(FM 12, FM 14) 

hB hB hB

난류의 최하층 고도(부호표 1690)  (FM 51, FM 53, FM 54)

(1) FM 51 : 지면으로 부터의 고도 (h의 (1) 참조)

(2) FM 53, FM 54 : 해발고도 

h Ih Ih I

기압고도, 100 ft 단위 (FM 42)

(1) 기압고도는 1013.2 hPa을 표준 기준면으로 한 측정고도이다.

h d h d h d 비행고도, 100 ft 단위 (FM 42)

h fh fh f 0℃ 등온층의 해발고도(부호표 1690) (FM 53, FM 54)

h ih ih i

착빙의 최하층 고도(부호표 1690) (FM 51, FM 53, FM 54)

(1) hBhBhB의 (1) 및 (2) 참조

h sh sh s

구름층 또는 구름덩이의 지면고도 또는 관측/예보된 연직시정(부호표 1690) 

(FM 15, FM 16, FM 51, FM 53, FM 54)

(1) 안개, 모래보라, 먼지보라, 높날림 눈 또는 다른 장애현상이 있어도 하늘      이 

보일 때는 부분적인 장애현상은 무시한다.

(2) FM 15, FM 16, FM 51 : 지면으로 부터의 고도(h의 (1) 참조) 

(3) hBhBhB의 (2) 참조

h th th t 구름층 또는 구름덩이의 해발고도(부호표 1690) (FM 53, FM 54)

h x h x h x 기온 및 바람을 예보하는 해발고도(부호표 1690) (FM 53, FM 54)

h 1 h 1 h 1

h 2 h 2 h 2

. . . . . . .

h n h n h n

P1P1, P2P2, ....PnPn으로 표시한 표준등압면의 지오포텐셜, 10 gpm 단위

(FM 35, FM 36, FM 37, FM 38)

(1) 표준등압면이 해면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지오포텐셜의 절대값에 500을 더하여   

    보고한다.

(2) 지오포텐셜은 500 hPa면 미만은 gpm 단위, 500 hPa면 이상은 10 gpm 단위  

    로서 1,000의 자리수 또는 10,000의 자리수는 생략하여 보고한다.

* 이들 고도는 ICAO의 비행고도 번호 중에서 마지막 숫자를 생략하여 표시한다. 

  ICAO의 비행고도는 1013.2 hPa의 기압을 기준으로 하며, 500 ft 단위로 분리된다.

전문 작성 개요

숫자 부호 ICAO의 비행고도 번호 m(근사값) ft

20 200 6,000 20,000

20 205 6,150 20,500

21 210 6,300 21,000

21 215 6,450 21,500

등 등 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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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등압면의 지오포텐셜, 1000 gpm 또는 100 gpm 단위 (FM 39, FM 40)

(1) 등압면의 지오포텐셜은 70~0.0001 hPa에서는 100 gpm 단위, 0.00007 hPa  

이상에서는 1,000 gpm 단위로 보고한다.  

hhhh 수심, m 단위  (FM 65)

hahahaha

실제의 유출고도, m 단위 (FM 22)

(1) 숫자 부호 9999는 10,000 m 이상의 고도를 나타낸다.

hehehehe

효과적인 유출고도, m 단위 (FM 22)

(1) 숫자 부호 9999는 10,000 m 이상의 고도를 나타낸다.

hmhmhmhm

예보지점에서의 혼합층 고도, m 단위 (FM 57)

(1) 숫자 부호 9999는 10,000 m 이상의 고도를 나타낸다.

hrhrhrhr

지상관측소의 고도 또는 공중 관측장소의 기압 고도, ih로 지시되는 m  또는 10ft 

단위 (FM 22, FM 57)

(1) 숫자 부호 9999는 10,000 m 이상, 또는 100,000ft 이상의 해발고도를 나타낸다.

h0h0h0h0

지상 또는 고층기상관측을 수행하는 이동식 육상관측소의 고도, im으로 지시되는 m 

또는 10ft 단위 (FM 14, FM 34, FM 38)

h1h1h1h1

h2h2h2h2

.......

hjhjhjhj

평균 해면상의 고도, m 단위  (FM 57)

(1) 숫자 부호 9999는 10,000 m 이상의 고도를 나타낸다.

I 점의 밀도(부호표 1700)  (FM 83) 

Ia 주파수 또는 파수의 지시부(부호표 1731)  (FM 65) 

Ib
방향 스펙트럼 또는 일차원 스펙트럼의 파랑자료에 대한 지시부 

(부호표 1732)  (FM 65) 

Ic
항공기 외부에 예상되는 착빙의 형태(부호표 1733) 

(FM 51, FM 53, FM 54) 

Id

바람 자료가 보고되는 최종 표준등압면의 기압 지시부, hPa의 100 단위의 수 (TEMP, 

TEMP SHIP, TEMP DROP 및 TEMP MOBIL의 A부). hPa의 10 단위의 수(TEMP, 

TEMP SHIP, TEMP DROP 및 TEMP MOBIL의 C부)(부호표 1734)

(FM 35, FM 36, FM 37, FM 38) 

(1) 한층 이상의 바람자료가 누락된  등압면 바로 위와 아래층에 있는 다른 등압면 

바람자료를 관측하였을 때는 누락층의 바람자료 즉, 해당층의 dndnfnfnfn 군은 

사선(/////)으로 보고한다. 

(2) 바람자료가 누락되고 관측 종결고도 다음 높이까지 모든 등압면 바람자료를 

관측하지 못했을 때는 바람자료가 누락된 등압면 바람군 보고를 생략한다.

(3) 숫자 부호 Id=0는 1,000 hPa면을 표시한다.

(4) 표준등압면의 바람자료가 모두 결측된 경우에는(A부 또는 C부) Id를 사선    

(/)으로 보고한다.

(5) 지상의 바람군은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 지상의 바람자료가 결측된 경우에는 

사선(/////)으로 보고한다.

(6) 관측된 가장 높은 표준등압면이 250 hPa이면 200 hPa 자료군은 생략한다. 

250 hPa까지 관측했으나 바람자료가 없으면 200 hPa면 바람군은 사선(/////)

으로 보고한다. 100 hPa면에 대해서도 150 hPa면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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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 에코의 강도(부호표 1735)  (FM 20) 

I j 점의 밀도(부호표 1741)  (FM 81) 

Im 스펙트럼 자료의 계산방법에 관한 지시부(부호표 1744)  (FM 65) 

In 구름기둥이 풍향/풍속의 변화에 직면할 확률(부호표 1743) (FM 22) 

Ip 플랫폼의 형태에 관한 지시부(부호표 1747) (FM 65) 

Is 선박 착빙의 종류(부호표 1751) (FM 12, FM 13, FM 14) 

I3

자료처리에 사용된 기기에 관한 지시부 숫자(운영자 제공, Vol Ⅱ 참조)

(FM 86, FM 87) 

I4

사용한 자료처리 기술에 관한 지시부(부호표 1765)

(FM 86, FM 87) 

I5

대류권계면 결정에 사용된 자료처리 기술에 관한 지시부 숫자(운영자 제공, Vol 

Ⅱ 참조) (FM 86) 

II

육상관측소의 지역번호(FM 12, FM 20, FM 22, FM 32, FM 35, FM 39, FM 57, 

FM 65, FM 71, FM 75, FM 81, FM 83,  FM 85)

(1) 지역번호는 보고되는 관측소가 위치한 지역을 나타내며, 같은 지역 안에 하나의 

국가 또는 그 국가의 한 부분, 또한 여러 국가가 배치됨. 모든 국가에 대한 지역 

번호는 WMO 간행물 WMO–No. 9. Vol.A에 수록되어 있다.

IxIxIx

낙하율 방정식 계수가 있는 XBT 장비 종류(부호표 1770) 

(FM 63, FM 64)

I6I6I6

기상위성의 명칭에 관한 지시부 숫자(WMO 사무국에 운용국이 제공

(부록 2. 공통 부호표 C-5 참조) (FM 65, FM 86, FM 87, FM 88)

(1) 정지위성은 10위가 짝수

(2) 극궤도위성은 10위가 홀수

IS 동위원소 명칭의 국제적 2문자 (FM 22, FM 57) 

IA.....IA

항공기 식별부 (FM 42) 

(1) 항공기 식별부는 문자와 숫자로 되어 있으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항공회사와   

항공기 식별부가 포함된다. ASDAR 보고의 경우는 ASDAR 비행장치 식별부가 

들어간다.

(2) ASDAR 항공기의 AMDAR 보고에서는 협정에 의해 항공기 식별부 뒤에 Z   

문자가 들어간다. ASDAR 항공기가 아닌 경우의 AMDAR 보고에는 Z 문자는 

붙이지 않는다.

II.....I
부호표 0291에 표시된 자료군-a1a1a1/a2a2a2 및 지시부 np, n1과 n2에 의한다. (FM 

47, FM 49)

i

활주로가시거리(RVR) 값의 변화경향, RVR 값의 증가는 i=U로, RVR 값의 감소는 

i=D로 하며 RVR 값의 뚜렷한 변화가 없음을 관측하였을 때는 i=N으로 한다. 

(FM 15, FM 16)

- 일기요소 we의 강도 또는 특성(일기의 형태)(부호표 1800) (FM 45)

iE
증발을 측정하는 측기 또는 증발산을 측정하는 장비나 곡물의 종류를 나타내는 

지시부(부호표 1806) (FM 12, FM 13, FM 14)

iR
강수자료의 포함 여부에 대한 지시부(부호표 1819) 

(FM 12, FM 13, FM 14)

ic 바다 표면 해류 속도의 단위를 나타내는 지시부(부호표 1833) (FM 62)

ih 고도/해발고도의 부호와 단위의 지시부(부호표 1840) (FM 22, FM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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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j
제트류 중심축의 풍속 및 고도 또는 기압의 단위를 나타내는 지시부 

(부호표 1841) (FM 45)

im
고도 단위의 지시부 및 고도의 정확도에 관한 신뢰도(부호표 1845) 

(FM 14, FM 34, FM 38)

is 제3절에 대한 부호 지시부(부호표 1851) (FM 47)

iu
풍속의 단위 및 측기의 형태에 관한 지시부(부호표 1853) 

(FM 63, FM 64)

iw
바람의 관측방법과 풍속 단위의 지시부(부호표 1855) 

(FM 12, FM 13, FM 14, FM 18, FM 22, FM 71)

ix
관측소의 형태(유인 또는 자동), 현재일기와 과거일기의 포함에 관한 지시부

(부호표 1860) (FM 12, FM 13, FM 14)

iy 온도계 형태의 설명 지시부(부호표 1857) (FM 71)

iz 안정도 지수(부호표 1859) (FM 57)

i0 현상의 강도(부호표 1861) (FM 12, FM 13 및 FM 14의 제3절 9군)

i2
지역 구분 지시부(부호표 1863) (FM 54)

(1) 이 식별부호는 항공로가 지역으로 구분되는 방법을 나타낸다.

i3 보충현상에 관한 지시부(부호표 1864) (FM 53, FM 54)

iii

육상관측소의 지점 번호

(FM 12, FM 20, FM 22, FM 32, FM 35, FM 39, FM 57, FM 65, FM 71, 

FM 75, FM 81, FM 83, FM 85)

(1) 제4장 참조

― 방향과 위치점의 거리가 주어진 관측소의 지점 번호 (FM 45)

iHiHiH

유역내의 수문관측소 식별 번호 (BB) (FM 67, FM 68)

지역 구분 지시부(부호표 1863) (FM 54)

(1) 국가 관측소 번호는 해당 수문관서에 의해 할당된 세자리 숫자임.

(2) 모든 국가의 수문관측소 식별번호표는 WMO 간행물로 출판 예정.  

iaiaia
직교 격자의 i-축을 따른 자료행의 첫 번째 격자점의 좌표, 1/2격자 단위

(FM 47, FM 49)

-

지리 격자의 기준점의 경도와 자료행의 첫 번째 격자점의 경도의 차, 0.5° 단위. 

(FM 47, FM 49)

ipipip
비행과정 및 관측의 종류에 관한 지시부 (FM 42)

(1) 규정 42.2.1항 참조

iiii 극의 i-좌표, 격자의 1의 단위 및 1/10의 단위 (FM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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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연의 1의 단위 수 (UTC) 예, 1974 = 4

(FM 18, FM 62, FM 63, FM 64, FM 65, FM 88) 

JJ
연의 10의 단위 및 1의 단위 수 (UTC) 예, 1974 = 74

(FM 47, FM 49) 

JJJ
연의 100의 단위, 10의 단위 및 1의 단위 수 (UTC), 예, 1988 = 988

(FM 22, FM 39, FM 40, FM 57, FM 71, FM 72, FM 73, FM 75, FM 76) 

j1 보충자료의 지시부(부호표 2061) (FM 12, FM 13, FM 14)

jj 연속적인 예보지점 장소의 자료행을 나타내는 일련번호(FM 57)

jjj 지역적으로 개발하는 보충자료(Vol. Ⅱ 참조) (FM 12, FM 14)

jajaja

직교 격자의 j-축을 따른 자료행의 첫 번째 격자점의 좌표, 1/2격자 단위

(FM 47, FM 49)

-

지리 격자의 기준점의 위도와 자료행의 첫 번째 격자점의 위도의 차, 0.5° 단위. 

(FM 47, FM 49)

j2j3j4 보충자료의 세부내용(부호표 2061) (FM 12, FM 13, FM 14)

jjjj 극의 j-좌표, 격자의 1의 단위 및 1/10의 단위 (FM 47)

j5j6j7j8j9 5j1j2j3j4 군에 추가되는 보충군(부호표 2061) (FM 12, FM 13, FM 14)

K 항해에 미치는 해빙의 영향(부호표 2100) (FM 44)

k
위도와 경도를 1/2 도 단위로 나타내는 지시부(부호표 2200) 

(FM 44, FM 45, FM 46, FM 82)

k 1 디지털화를 위한 지시부(부호표 2262) (FM 63, FM 64)

k 2 염분 또는 깊이의 측정방법(부호표 2263) (FM 18, FM 64)

k 3

해류측정의 시간간격과 시각(벡터 또는 도플러 방법)(부호표 2264) 

(FM 18, FM 64)

k 4 해류측정의 기간(표류방법)(부호표 2265) (FM 64)

k 5 해류측정 방법에 관한 지시부(부호표 2266) (FM 63)

k 6

해류측정으로 선박 또는 부이의 속도 및 흔들림 제거방법(부호표 2267) 

(FM 18, FM 64)

k 1k 1

자료행의 일련번호 (FM 47, FM 49)

(1) k1k1 = 99  북극을 표시

   k1k1 = 98  남극을 표시

L 바람자료의 추정 고도면(부호표 2300) (FM 85)

L a 위도의 0.1도 (FM 45, FM 46)

L o 경도의 0.1도 (FM 45, FM 46)

L aL a

위도, 도의 정수

(FM 44, FM 45, FM 46, FM 53, FM 54, FM 82, FM 85, FM 86, FM 87)

L iL i

L jL j

해빙역의 경계선 또는 특이사항의 형태(부호표 2382)  (FM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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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oL o

경도, 도의 정수

(FM 44, FM 45, FM 46, FM 53, FM 54, FM 82, FM 85, FM 86, FM 87)

(1) 경도 100~180도의 경우 100의 자리수는 생략한다.  

LaLa

L′aL′a

L′′aL′′a

․․․․․․․․․․
기압값이 주어지는 위도선, 도의 정수 (FM 73)

LoLo

L′oL′o

L′′oL′′o

․․․․․․․․․․
첫 번째의 기압(P P  , 

P 
′ P 

′ , 
P 

″P 
″  ․․․․․․․)이 주어진 점의 경도, 도의 정수 (FM 73)

LaLaLa

위도, 0.1도 단위

(FM 13, FM 14, FM 20, FM 33, FM 34, FM 36, FM 37, FM 38, FM 40, 

FM 41, FM 47, FM 72, FM 76, FM 85)

(1) 10 단위는 분위 값을 6으로 나누고 나머지는 버린다.

La
1La

1La
1

La
2La

2La
2

․․․․․․․․․․
La

jLa
jLa

j

격자점의 위도 좌표, Ia
j는 위도의 0.1도 (Ia

j=0 또는 5)

(FM 50)

LoLoLo

경도, 도 단위.   (FM 47)  

(1) 규정 47.3.9항 참조 

LaLaLaLa 위도, 도과 분 (FM 22, FM 42, FM 44, FM 57, FM 62, FM 65)

La
1La

1La
1La

1 사고 장소의 위도, 도과 분 (FM 22)

La
1La

1La
1La

1

La
2La

2La
2La

2

․․․․․․․․․․
La

jLa
jLa

jLa
j

방사능 오염의 예보 위치에 대한 위도 좌표, 도과 분 단위  

(FM 57)

L oL oL oL o

경도, 0.1도 단위

(FM 13, FM 14, FM 20, FM 33, FM 34, FM 36, FM 37, FM 38, FM 40, 

FM 41, FM 47, FM 72, FM 76, FM 85)

(1) LaLaLa의 (1) 참조

Lo
1Lo

1Lo
1Lo

1

Lo
2Lo

2Lo
2Lo

2

․․․․․․․․․․
Lo

iLo
iLo

iLo
i

격자점의 경도 좌표, Io
i는 경도의 0.1도 (Io

i=0 또는 5) (FM 50)

(1) i는 7을 초과하지 않음. 규정 50.3.5항 참조

LaLaLaLaLa 위도, 도의 0.001 단위 (FM 18, FM 63, FM 64)

LoLoLoLoLo 경도, 도과 분 (FM 22, FM 42, FM 44, FM 57, FM 62, FM 65)

Lo
1Lo

1Lo
1Lo

1Lo
1 사고 장소의 경도, 도과 분 (FM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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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
1Lo

1Lo
1Lo

1Lo
1

Lo
2Lo

2Lo
2Lo

2Lo
2

․․․․․․․․․․
Lo

jLo
jLo

jLo
jLo

j

방사능 오염의 예보 위치에 대한 경도 좌표, 도과 분 단위 (FM 57)

LoLoLoLoLoLo 경도, 도의 0.001 단위 (FM 18, FM 63, FM 64)

IoIo
didididi로 나타낸 표준 격자 간격에 곱하여지는 수 (FM 47)

(1) 예 IoIo=02는 2를 곱하는 것을 뜻한다.

Mh 기단의 특성(부호표 2538) (FM 45)

Ms 기단의 발원지(부호표 2551) (FM 45)

Mt 기단의 열역학적 특성(부호표 2552) (FM 45)

Mw

용오름, 토네이도, 회오리바람, 먼지회오리(부호표 2552)  

(FM 12, FM 13 및 FM 14의 제3절 9군)

M1 예보기간이 시작되는 월(부호표 2562) (FM 68)

M2 예보기간이 끝나는 월(부호표 2562) (FM 68)

MM

년의 월(UTC), 예, 01=1월, 02=2월 등

(FM 18, FM 22, FM 39, FM 40, FM 47, FM 49, FM 57, FM 62, FM 63, 

FM 64, FM 65, FM 71, FM 72, FM 73, FM 75, FM 76, FM 88)

(1) FM 75와 FM 76에서 MM은 월을 나타내면서 추가로 풍속의 단위로 표시하  

여야 한다. 풍속을 kt로 보고하는 경우 MM에 50을 더한다. 풍속을 m/s로 

보고할 때는 MM은 변경하지 않는다.

MiMi

전문의 종류를 나타내는 식별문자(부호표 2582)

(FM 12, FM 13, FM 14, FM 20, FM 32, FM 33, FM 34, FM 35, FM 36, 

FM 37, FM 38, FM 39, FM 40, FM 41, FM 62, FM 63, FM 64, FM 65, 

FM 67, FM 85, FM 86, FM 87, FM 88)

MjMj

전문의 부 또는 전문 형식의 버전을 나타내는 식별문자(부호표 2582)

(FM 12, FM 13, FM 14, FM 20, FM 32, FM 33, FM 34, FM 35, FM 36, 

FM 37, FM 38, FM 39, FM 40, FM 41, FM 62, FM 63, FM 64, FM 65, 

FM 67, FM 85, FM 86, FM 87, FM 88)

MMM

관측시에 관측소(선박, 항공기, 이동식 육상)의 위치를 나타내는 Marsden 

square 번호(부호표 2590)

(FM 14, FM 33, FM 34, FM 36, FM 37, FM 38, FM 40)

m 움직임(부호표 2600) (FM 45, FM 46)

ms 염분측정 평균기간(부호표 2604) (FM 62)

mT 수온측정 평균기간(부호표 2604) (FM 62)

m T n

일 최저기온 기록이 누락된 일수 (FM 71)

(1) 9일 이상 누락되면 mTn = 9로 보고한다

m T x

일 최고기온 기록이 누락된 일수 (FM 71)

(1) 9일 이상 누락되면 mTx = 9로 보고한다 

m c 해면의 해류방향과 속도의 평균기간(부호표 2604) (FM 62)

m r 자료의 환산방법(부호표 2649) (FM 39, FM 40)

m s

융해 과정(부호표 2650) (FM 44)

(1) 융해 과정이 같지 않는 경우는 큰 숫자 부호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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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m 자료장 생산에 사용하는 절차 또는 모델(부호표 2677) (FM 47)

m P m P 기압 기록이 누락된 일수 (FM 71)

m R m R 강수량 기록이 누락된 일수 (FM 71)

m S m S 일조시간 기록이 누락된 일수 (FM 71)

m T m T 기온 기록이 누락된 일수 (FM 71)

m e m e 증기압 기록이 누락된 일수  (FM 71)

N

전운량(부호표 2700) (FM 12, FM 13, FM 14, FM 22, FM 45)

(1) 이 식별문자는 운형에 관계없이 전체 구름이 끼어 있는 부분을 전 하늘에   

대해서 표시한다.  

― 중심의 수 (FM 83)

N h

CL(하층운)의 전운량 또는 CL이 없는 경우는 CM(중층운)의 전운량

(부호표 2700) (FM 12, FM 13, FM 14, FM 35, FM 36, FM 38)

Nm

산 또는 산 기슭 위에 있는 구름의 상태(부호표 2745)

(FM 12, FM 13 및 FM 14의 제3절 9군)

Ns

C로 보고한 운형의 구름층 또는 구름덩이의 양(부호표 2700)

(FM 12, FM 13, FM 14)

Nt 비행운(부호표 2752) (FM 12, FM 13 및 FM 14의 제3절 9군)

Nv

높은 장소에서 관측한 구름의 상태(부호표 2754)

(FM 12, FM 13 및 FM 14의 제3절 9군)

N′
구름밑면이 관측소 고도보다 낮은 구름의 운량(부호표 2700)

(FM 12, FM 14)

NN

전선 또는 기압계의 식별번호  (FM 45)

(1) 이 번호는 분석센터가 전선 또는 기압계에 부여하며, 전선의 형태가 변화    

(예 : 한랭으로부터 준정체 등)되어도 같은 전선 또는 기압계로 보고한다.)

NcNc

측정기기로 측정한 운량의 백분율 (FM 86, FM 87, FM 88)

(1) 쾌청인 경우는 00, 전천을 구름이 덮고 있을 때는 99로 보고한다.

NeNe

레이더 격자 좌표에서 60×60 km 격자의 일련번호(부호표 2776)

(FM 20)

NNN

센터 F1F2에서 사용한 격자의 목록번호 (FM 47, FM 49)

(1) WMO–No. 9 Vol. B 참조

(2) 사용된 격자가 위 WMO 간행물에 표시되어 있지 않을 때는 NNN은 999로  

보고하고 제2절을 사용한다. (다만 FM 47에 한한다)

NsNsNs

운량을 구분 표시하는 3개 문자의 약자, FEW(1~2 okta), SCT(3~4 okta), 

BKN (5~7 okta) 또는 OVC(8 okta)로 표시한다.

(FM 15, FM 16, FM 51, FM 53, FM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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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P1P1으로 나타낸 면으로 시작하여 바람의 자료가 보고되는 연속된 표준등압면의 수 

(FM 32, FM 33, FM 34)

n
n ′
n"․ ․ ․ ․

기압이 주어지는 LaLa, L′aL′a, L"aL"a,‥‥  등 위도선상 점의 수 (FM 73) 

n f

전문보고 전 1시간 이내에 10분 동안 관측소 위치에서 관측된 공중방전의 수

(부호표 2836) (FM 82) 

nm 보고되는 평균 바람값의 수 (FM 41) 

n p 자료군별 격자점의 수 (FM 47) 

n s 보고되는 지점 바람값의 수 (FM 41) 

n u 분할층에서 단위 층후의 수 (FM 86) 

n v1

n v2

‥‥
n vn

바람관측이 해당되는 지정 등압면에 대하여 결측한 일수(결측이 9일 이상은 nv=9) 

(FM 75, FM 76)  

n 1

n 2

각 격자점을 부호화한 면 또는 층의 변수값의 숫자  (FM 47, FM 49)

(1) 만일 하나의 변수 a1a1a1이 하나의 면 또는 하나의 층에 대해 보고되는 경우  

n1은 그 숫자를 나타내는데 사용하고, n2는 0으로 보고한다. (FM 49 GRAF의 

경우 n2는 전문 형식에서 0으로 대치된다.)

(2) 만일 하나의 변수 a1a1a1이 2개의 지정 면 b1b1과 b2b2에 대해 보고되는 경우  

n1은 b1b1면, n2는 b2b2에 관한 숫자를 나타낸다.

(3) 만일 2개의 변수 a1a1a1a1과 a2a2a2가 보고되는 경우 n1을 a1a1a1, n2는 a2a2a2  

변수에 관한 문숫자 수를 나타낸다.

n3

구름의 발달과정(부호표 2863)

(FM12, FM 13 및 FM 14의 제3절 - 9군) 

n4

높은 장소의 관측소에서 관측한 구름의 변화과정(부호표 2864)

(FM12, FM 13 및 FM 14의 제3절 - 9군) 

nn
단위는 mm 또는 hPa의 10 단위와 1 단위(99 단위 이상은 99로 한다)

(FM12, FM 13 및 FM 14의 제3절 - 9군) 

―

분리하여 송신하는 완전한 분석 또는 예상에 대한 부의 일련번호

(FM 47, FM 49)

(1) 격자로 나타낸 완전한 분석 또는 예상자료가 각각 최적의 길이로 나눈 부

(parts)의 수로 보고되는 경우 보고 부의 일련번호는 nn으로 나타내고, 부의 

총 수는 ntnt로 표시

― 10도 사각형 내에 있는 점의 수 (FM 88)

nBnB 해역내의 빙산의 수(부호표 2877) (FM 44),

nGnG 해역내의 빙암과 빙산 조각의 수(부호표 2877) (FM 44)

nLnL 층후 또는 가강수량이 보고되는 층의 수 (FM 86)

nTnT

변수 a1a1a1, a2a2a2,의 형태에 대한 관련 부호표의 지시부(부호표 2890) 

(FM 47, FM 49)

nT1nT1

nT2nT2

‥‥
nTnnTn

기온관측이 해당되는 지정 등압면에서 기온관측이 결측된 월간 일수

(FM 75, FM 76)

nana

완전한 분석 또는 예상 자료행의 수 (FM 47, FM 49)

(1) 극이 지리 격자상 점의 경우, 극은 1개의 단일 자료행으로서 포함된다.  

ngng 자료행에 관한 자료군의 수  (FM 47, FM 49)

nini 사용된 격자계의 격자행에서 단위 격자점의 최대 수 (FM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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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nj 사용된 격자계에서 단위 격자행의 최대 수 (FM 47)

nmnm

heave sensor로 결정된 일차원 스펙트럼 최대밀도가 존재하는 대역번호

(FM 65)

nrnr 1개월간 강수량이 1 mm 이상 기록된 날의 수  (FM 71, FM 72)

nsmnsm

slope sensor로 결정된 일차원 스펙트럼 최대밀도가 존재하는 대역번호

(FM 65)

ntnt

완전한 분석 또는 예상이 보고 목적을 위해 나눈 부의 수

(FM 47, FM 49)

(1) nn의 (1) 참조

― 열대저기압의 식별번호, 01~99 사용   (FM 85)

nono

n1n1

‥‥
nnnn

지상에서 시작한 보고층의 번호

(FM 32, FM 33, FM 34, FM 35, FM 36, FM 37, FM 38)

(1) 관측소 고도는 nono=00으로 보고한다.

nnn 동위원소의 질량   (FM 22, FM 57)

보충현상에 관한 해설(부호표 1864) (FM 53, FM 54)

nbnbnb

부이의 종류 및 일련번호

(FM 13, FM 18, FM 22, FM 63, FM 64, FM 65)

nmnmnm

최대풍의 비행고도 번호 (FM 50) 

(1) 마지막 숫자는 항상 0으로 보고한다.  

ntntnt

대류권계면의 비행고도 번호 (FM 50) 

(1) 마지막 숫자는 항상 0으로 보고한다.  

n1n1n1

n2n2n2

‥‥
nknknk

지정면의 비행고도 번호 (FM 50)

(1) 마지막 숫자는 항상 0으로 보고한다.  

Pa 경계선 부근에 취해진 대책(부호표 3131) (FM 22)

Pc 기압계의 특성(부호표 3133) (FM 45, FM 46)

Pi 얼음 현상의 예보(부호표 3139) (FM 68)

Pt 기압계의 유형(부호표 3152) (FM 45, FM 46)

Pw

파랑의 주기(부호표 3155) (FM 61)

(1) 파랑의 주기는 하나의 고정된 점을 파랑마루가 통과한 후 다음의 파랑마루가  

통과하는 시간 간격이다.(파장을 파속으로 나눈 것과 같다.)

(2) 파랑 주기의 평균값은 예상되는 파의 시스템 중에서 크게 잘 형성된 파랑으로 

예보되어야 한다.

PP

일정 고도면의 기압, hPa의 정수 (FM 45, FM 46)

(1) 고기압 또는 저기압에 대해서 PP는 중심의 기압. 기압마루는 가장 높은 기압,  

기압골은 가장 낮은 기압을 보고한다.

PAPA

표준면의 기압, 20 hPa면까지는 10 hPa 단위(1000 hPa=00) 

10 hPa면 이상은 1/10 hPa 단위(10 hPa=00) (FM 86)

PbPb 습윤층 아래 면의 기압, 10 hPa 단위 (FM 88)

PcPc 구름 변위를 관측한 고도의 구름 온도를 변환 산출한 기압면, 10 hPa 단위 (FM 88)

PdPd 구름의 온도에서 변환 산출한 기압면, 10 hPa 단위 (FM 88)

PePe 구름의 변위를 관측한 고도의 추정 기압, 10 hPa 단위 (FM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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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Pw 풍파의 주기, 초 단위 (FM 12, FM 13, FM 14)  

―

파랑의 주기, 초 단위 (FM 45, FM 46)

(1) P w의 (1) 참조 

(2) 파랑 주기의 평균값은 관측된 파의 시스템 중에서 크게 잘 형성된 파랑으로 

구하여 보고한다.

(3) 불확실한 관측은 PwPw=99로 한다.

PwaPwa

계기관측으로 구한 파랑의 주기, 초 단위  

(FM 12, FM 13, FM 14, FM 18)  

Pw1Pw1

Pw2Pw2

너울의 주기, 초 단위 (FM 12, FM 13, FM 14)

(1) P w의 (1) 참조 

(2) P wP w의 (2) 참조

P1P1

바람자료를 보고하는 가장 낮은 표준 등압면의 기압

(FM 32, FM 33, FM 34)

(1) 100 hPa면까지는 10 hPa 단위, 100 hPa면을 초과하는 면에 대하여는 정수의 hPa

로 보고한다.

P1P1

P2P2

‥‥
PnPn

표준등압면의 기압(100 hPa=00, 925 hPa=92)  

(FM 35, FM 36, FM 37, FM 38)  

― 

지정등압면의 기압, hPa의 정수, 1/10, 1/100, 1/1000, 1/10,000 또는 

1/100,000 단위에 의한 보고를 지시부 숫자 11, 22, 33, 44, 55 또는 66으로 

표시한다. (FM 39, FM 40)

―

지정등압면의 기압(1000 hPa=00, 10 hPa=01) (FM 86)

(1) SATEM 보고를 위하여 10 hPa면까지는 10 hPa 단위로 보고하며, 

10hPa를 초과하는 면에 대하여는 1/10 hPa 단의로 보고한다. 

PP ,
PP ,‥

P
′ P

′P
′ P

′ ‥
P

″P
″P

″P
″ ‥ ,

‥‥‥

해역의 월 평균 기압 (FM 73)

(1) 기압의 단위는 규정 73.5.1항 참조

PPP 기압, hPa의 정수 (FM 46)

PaPaPa

항공기가 비행 중인 고도의 기압, hPa의 정수 (FM 41)

(1) 이 기압은 ICAO 표준대기 가운데 항공기로부터 수신한 보고에 표시된      

ICAO 비행고도에 상당하는 것으로, 비행고도의 실제 기압이다.

PcPcPc

측정 기기로 구한 구름의 평균 구름윗면의 기압, hPa의 정수   

(FM 86, FM 87)

PmPmPm

최대풍 고도의 기압  

(FM 32, FM 33, FM 34, FM 35, FM 36, FM 37, FM 38)

(1) 지표면으로부터 100 hPa 면까지는 hPa의 정수 단위, 100 hPa을 초과하는  

면의 기압은 1/10 hPa 단위로 보고한다.

PsPsPs 최대풍속을 보고하는 일정의 표준기압면의 기압, hPa 단위 (FM 45)

PtPtPt

대류권계면 고도의 기압  

(FM 35, FM 36, FM 37, FM 38, FM 86)

(1) PmPmPm의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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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aPwaPwa

계기관측으로 구한 파랑의 주기, 1/10초 단위 (FM 18)

(1) PwaPwaPwa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PwaPwa에 추가하여 보고한다.

(a) 바다 상태가 고요하지 않을 때(예, PwaPwaHwaHwa가 0000으로 보고하지   

않을 때) 

(b) PwaPwa를 사선(//)으로 보고하지 않을 때

(c) 0.1초 단위로 파랑주기를 정확히 계기 측정할 수 있을 때

(2) PwPw의 (1), (2) 참조

P0P0P0

P1P1P1

‥‥‥‥

PnPnPn

지정고도의 기압  

(FM 32, FM 33, FM 34, FM 35, FM 36, FM 37, FM 38)

(1) PmPmPm의 (1) 참조

PPP

라디오존데 비양 시각의 월평균 지상 기압, hPa의 정수,

1000의 자리수는 생략 (FM 75, FM 76)

P2P2P2 평균 해면경정기압, hPa의 정수, (FM 53, FM 54)

PPPP
해면기압, 0.1 hPa 단위, 기압값 hPa의 1000의 자리수는 생략.     

(FM 12, FM 13, FM 14, FM 18)

PPPP

육상관측소의 월 평균기압, 0.1 hPa 단위, 1000자리 수는 생략 또는 월 평균 

지오포텐셜은 표준 gpm 단위  (FM 71, FM 72)

(1) PPPP는 평균해면으로 환산한 기압 또는 WMO-No.9 Vol.A에 표시된      

협정 기준고도로 환산한 기압을 나타낸다. 또한 같은 간행물에 나타낸 표준 

기압면의 지오포텐셜을 보고한다.

(2) 월 평균기압이 1,000 hPa 이상의 경우 PPPP의 첫 번째 숫자는 0으로 보고한다.

PHPHPHPH QNH(고도수정치)의 값, hPa의 정수 (FM 15, FM 16)

PaPaPaPa 파랑의 평균 주기 - 0.5초 단위, 또는 평균 파장 - m 단위 (FM 65)

PpPpPpPp

heave sensor로부터 구한 스펙트럼의 최대 주기 - 0.1초 단위, 또는 

스펙트럼의 최대 파장 - m 단위 (FM 65) 

PsaPsaPsaPsa

slope sensor로부터 구한 평균 주기 - 0.1초 단위, 또는 평균 파장 

- m 단위 (FM 65) 

PspPspPspPsp

slope sensor로부터 구한 스펙트럼의 최대 주기 - 0.1초 단위, 또는 

스펙트럼의 최대 파장 - m 단위 (FM 65) 

P0P0P0P0

관측소 고도의 기압(현지기압), 0.1 hPa 단위, 1000의 자리수는 생략

(FM 12, FM 14, FM 18, FM 22)   

PPPP

관측소 고도의 월 평균기압, 0.1 hPa 단위, 1000의 자리수는 생략 (FM 71) 

(1) 월 평균기압이 1000 hPa 이상의 경우 PPPP의 첫 번째 숫자는 0으로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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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p1

p2p2

기준면의 기압, 10 hPa 단위 (1000 hPa=00) (FM 47, FM 49)

(1) 2개의 일정 기압면 사이의 층에 관한 분석 또는 예상의 경우, 고층은 p1p1으로,  

하층은 p2p2로 나타낸다.  

ppp
관측 전 3시간 동안의 관측소 고도의 기압변화량, 0.1 hPa 단위.

(FM 12, FM 13, FM 14, FM 18)

pSpSpS 총일조시간의 평균값에 대한 백분율 (FM 71) 

p1p1p1

고도 HH에서의 공기 밀도, g/m3 단위, 3개의 유의문자로 표시

(FM 39, FM 40)

p24p24p24

지난 24시간 동안의 기압변화량, 0.1 hPa 단위. 증가, 변화 없음 또는 감소 (FM 

12, FM 13, FM 14)

Q
지구의 8분위(부호표 3300)

(FM 45, FM 46, FM 53, FM 54, FM 85, FM 86, FM 87)

QA 부이 위치 정확도 계급(부호표 3302) (FM 18)

QL 부이 위치의 정확성(부호표 3311) (FM 18)

QN 부이와 위성간 통신상태의 품질(부호표 3313) (FM 18)

QP 기압관측값의 품질(부호표 3315) (FM 18)

QTW 해수면 온도 측정값의 품질(부호표 3319) (FM 18)

Qc

지구의 사분위(부호표 3333)

(FM 13, FM 14, FM 18, FM 20, FM 33, FM 34, FM 36, FM 37, FM 38, 

FM 40, FM 41, FM 44, FM 47, FM 62, FM 63, FM 64,    FM 65, FM 72, 

FM 76, FM 85)

Qd QC(품질관리)의 지시부(부호표 3334) (FM 18)

Qd1 기온/염분값의 QC 지시부(부호표 3334) (FM 18)

Qd2 해류값의 QC 지시부(부호표 3334) (FM 18)

QI 위치에 대한 QC 지시부(부호표 3334) (FM 18)

Qt 시간에 대한 QC 지시부(부호표 3334) (FM 18)

Qx 군 위치 지시부  (규정 18.3.3. 참조) (FM 18)

Qz

수심 교정 지시부(수심 측정값을 정역학적 방법으로의 교정 여부에 관한 지시부)

(부호표 3318) (FM 18)

Q2

관리변수의 품질(ARGOS 플랫폼 통신단말 센서 자료의 첫 번째 블록 중 

두 번째 낱말)(부호표 3363) (FM 18)

Q4 기온 측정값에 대한 품질(부호표 3363) (FM 18)

QQQ

유출량값의 처음 세 자리 숫자, dm3/s 단위 (FM 67)

(1) 유출량값이 100 dm3/s 미만인 경우는 첫 번째 Q 또는 QQ는 적절히 0 또는  

00 으로 보고한다.

(2) 유출량 값이 100 dm3/s 이상인 경우는 QQQ는 그 유출량 값의 우수리 없는

첫 번째 세 숫자만을 보고하며, eQ에 나머지의 수를 나타낸다.

Q1Q1Q1

예상 최저 유출량 값의 처음 세 자리 숫자, dm3/s 단위 (FM 68)

(1) QQQ의 (1)과 (2) 참조

Q2Q2Q2

예상 최대 유출량 값(상한값)의 처음 세 자리 숫자, dm3/s 단위 (FM 68)

(1) QQQ의 (1)과 (2) 참조

Q4 기온 측정값에 대한 품질(부호표 3363) (FM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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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QQ

유출량값의 처음 세 자리 숫자, dm3/s 단위 (FM 67)

(1) 유출량값이 100 dm3/s 미만인 경우는 첫 번째 Q 또는 QQ는 적절히 0 또는  00 

으로 보고한다.

(2) 유출량 값이 100 dm3/s 이상인 경우는 QQQ는 그 유출량 값의 우수리 없는 첫 번째 

세 숫자만을 보고하며, eQ에 나머지의 수를 나타낸다.

Q1Q1Q1

예상 최저 유출량 값의 처음 세 자리 숫자, dm3/s 단위 (FM 68)

(1) QQQ의 (1)과 (2) 참조

Q2Q2Q2

예상 최대 유출량 값(상한값)의 처음 세 자리 숫자, dm3/s 단위 (FM 68)

(1) QQQ의 (1)과 (2) 참조

q

아래의 전체적인 측정 품질로서의 상대적 신뢰도, 10% 단위

(1) 층후값 (FM 86)

(2) 상당흑체온도값 (FM 87)

(a) 큰 숫자는 높은 상대적 신뢰도를 의미한다.

(b) 0은 상대적 신뢰도를 결정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q1 전문 단축 및 자료 주사의 지시부(부호표 3462) (FM 47, FM 49)

q2 자료 단축 지시부(부호표 3463) (FM 47, FM 49)

qqq
주수신수역(Main receiving water body)의 방출량을 3개의 유효숫자로 표시, m3/s 단위  

(FM 22)

Rc 유출 방사능의 성분(부호표 3533) (FM 22)

Rd R1R1R1R1 강수량의 빈도군(부호표 3534) (FM 71, FM 72)

Re 독극성 화학물질이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부호표 3535)    (FM 22)

- 빙맥화하고 있는 해빙의 확장 정도(부호표 0501) (FM 44)

Rh 빙맥화하고 있는 해빙의 최대 높이(부호표 3538) (FM 44)

Rp

사고발생 상태에서 구름기둥(플룸)이 강수에 직면할 가능성 

(부호표 3548) (FM 22)

Rs 선박의 착빙 속도(부호표 3551) (FM 12, FM 13, FM 14)

Rt

RRR로 보고한 강수의 시작과 종료 시간(부호표 3552) 

(FM 12, FM 13 및 FM 14의 제3절 9 군)

(1) 강수가 관측 시에 있거나 관측 전 1시간 내에 끝났을 때는 강수 시작 시각을 

보고한다. 관측 시나 전 1시간 내에서도 강수가 없을 경우에는 강수 종료 시각을 

보고한다. W1W2의 적용시간 내에 강수횟수가 2회 이상 있을 때는 마지막에 있었던 

강수시간의 시작과 종료 시각을 보고한다.

Rw 레이더의 파장(부호표 3555) (FM 20)

RR
강수량, 고체 강수의 상당강수량 또는 직경(부호표 3570)    

(FM 12, FM 13 및 FM 14의 제3절 9 군)

R01R01 일 강수량이 1.0 mm 이상의 월 중 일수 (FM 71)

R05R05 일 강수량이 5.0 mm 이상의 월 중 일수 (FM 71)

R10R10 일 강수량이 10.0 mm 이상의 월 중 일수 (FM 71)

R50R50 일 강수량이 50.0 mm 이상의 월 중 일수 (FM 71)

R100R100 일 강수량이 100.0 mm 이상의 월 중 일수 (FM 71)

R150R150 일 강수량이 150.0 mm 이상의 월 중 일수 (FM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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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R
tR로 지시된 관측 전 기간 동안 내린 강수량(부호표 3590)    

(FM 12, FM 13, FM 14)

R1R1R1

R2R2R2

‥‥‥‥

RnRnRn

u로 주어진 축척인자를 갖는 복사값, erg 단위

(FM 87)

RRRR 총강수량 또는 적설의 상당 강수량(부호표 3596) (FM 67)

RcRcRcRc 유출 방사능의 성분을 구성하는 4개 요소의 조합 (FM 22)

RxRxRxRx 일강수량의 월중 최대값 (0.1 mm 단위) (FM 71)

R1R1R1R1 월 총강수량(부호표 3596) (FM 71, FM 72)

R24R24R24R24 관측 시까지 24시간 동안 총강수량 (0.1 mm 단위) (FM 12, FM 14) 

rm 로켓 모터의 종류(부호표 3644) (FM 39, FM 40)

rt

관측된 가장 바깥쪽의 나선형 에코의 끝과 열대저기압 중심과의 거리

(부호표 3652) (FM 20)

rara

사용한 라디오존데/추적 장치의 종류(부호표 3685)  

(FM 35, FM 36, FM 37, FM 38)

rf1rf1

rf2rf2

‥‥‥

rfnrfn

지정등압면의 바람 정상도 (FM 75, FM 76)

(1) 정상도 인자는 월 평균 벡터바람의 풍속에 대한 월 평균 스칼라바람의 백분율로 

표시한다. 1% 단위.

riri 12시간 동안 해빙이 이동한 거리, 해리 단위. (FM 44)

r1r1 푸리에 계수로부터 구한 첫 번째의 표준화 극좌표 (FM 65)

r2r2 푸리에 계수로부터 구한 두 번째의 표준화 극좌표 (FM 65)

rrr 500 km 이상 떨어져 있는 에코까지의 거리, 5 km 단위 (FM 20)

rrrrrrr
a1a1a1 또는 a2a2a2로 표시된 변수를 새로운 0으로 사용한 값, 관련된 변수에 사

용된 동일한 단위. (FM 47, FM 49)

S

바다 상태(부호표 3700)

(FM 12, FM 13 및 FM 14의 제3절 9군, FM 61)

(1) 바다 상태는 바람, 너울, 해류, 너울과 바람의 각도 등 여러 요인에 의해서 

일어나는 바다의 모습이다.

- 기온의 부호 (P=영상 또는 0,  M=영하) (FM 50)

SC 열대저기압의 눈의 모양 및 명료도(부호표 3704) (FM 20)

Sh 기온 및 고도 자료의 형태(부호표 3738) (FM 41)

-

기압고도 부호 (FM 42)

(1) 기압고도가 0 또는 양(항공기가 1013.2 hPa의 표준압면상 또는 그 위에      

있음)일 때, Sh는 문자 F로 보고한다.

(2) 기압고도가 음(항공기가 1013.2 hPa의 표준 기압면보다 아래에 있음)일 때,   

 Sh는 문자 A로 보고한다.

Si 해빙의 형성 발달 과정(부호표 3739) (FM 12, FM 13, FM 14)

S0

서리 또는 유색의 강수(부호표 3761)

(FM 12, FM 13 및 FM 14의 제3절 9 군)

S1

가장 많은 해빙의 발달 과정(부호표 3763) (FM 44)

(1) 같은 밀집도를 가진 해빙의 발달 과정이 2개 이상일 경우 오래된 발달 과정은  

새로운 과정에 우선하여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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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CsS1S2Z1 군에 뒤따르는 점으로 형성된 선에 의해 분할된 구역의 특성(선의 오른쪽 

구역)(부호표 3762) (FM 45)

S2 두 번째로 많은 해빙의 발달 과정(부호표 3763) (FM 44)

-
2CsS1S2Z1 군에 뒤따르는 점으로 형성된 선에 의해 분할된 구역의 특성(선의 안쪽 

구역)(부호표 3762) (FM 45)

S3 세번째로 많은 해빙의 발달 과정(부호표 3763) (FM 44)

S4 네번째로 많은 해빙의 발달 과정(부호표 3763) (FM 44)

S5 다섯번째로 많은 해빙의 발달 과정(부호표 3763) (FM 44)

S6 동결된 부착물의 형태(부호표 3764) (FM 12, FM 13 및 FM 14의 제3절 9군)

S7 적설의 특성(부호표 3765) (FM 12, FM 13 및 FM 14의 제3절 9군)

S8

눈보라 현상(바람에 불려 올려진 눈)(부호표 3766)

(FM 12, FM 13 및 FM 14의 제3절 9군)

S´
비행기 착수역의 수면 상태(부호표 3700)

(FM 12, FM 13, FM 14, FM 15 및 FM 16의 제3절 9군)

S´7
적설 상태(부호표 3775)

(FM 12, FM 13 및 FM 14의 제3절 9 군)

S´8
날린 눈의 진행상태(부호표 3776)

(FM 12, FM 13 및 FM 14의 제3절 9 군)

SS 과거 1시간 동안의 일조시간, 0.1시간 단위 (FM 12, FM 13, FM 14)

-

온도 부호 (FM 42)

(1) 온도가 0 또는 양이면 SS는 문자 PS로

(2) 온도가 음이면 SS는 문자 MS로 보고한다.

- NN 부호와 관련된 기압계 또는 전선의 구역(부호표 3777) (FM 45)

SfSf 현저한 특징의 종관적 해석(부호표 3780) (FM 85)

StSt 열대저기압의 강도(부호표 3790) (FM 85)

SSS 일조시간, 시간 및 0.1시간 단위 (FM 12, FM 13, FM 14)

S1S1S1 월 총일조시간, 1시간 단위 (FM 71)

SSSS 표본추출 간격, 0.1초 또는 미터(m) 단위 (FM 65)

S0S0S0S0 해면의 염분, 천분율 단위(실용 염분) (FM 62)

S0S0S0S0

S1S1S1S1

‥‥‥
SnSnSnSn

해면에서 시작되는 유의 또는 임의 수심의 염분, 천분율 단위

(FM 18, FM 64)

SpSpspsp 보충 정보(부호표 3778) (FM 12, FM 13, FM 14)

sc

기상위성 자료로 판단된 눈 또는 얼음의 특성(부호표 3833)

(FM 85)

sn

자료의 부호 및 상대습도 지시부(부호표 3845)

(FM 12, FM 13, FM 14, FM 18, FM 22, FM 36, FM 62, FM 63,

FM 64, FM 67, FM 71, FM 72, FM 86)

(1) UUU의 (1) 참조

- 지수 부호(부호표 3845) (FM 22, FM 57)

- rrrrrrr로 지시된 관련값의 부호(부호표 3845) (FM 47, FM 49)

sp Pasquill-Gifford의 안정도(부호표 3847) (FM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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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

스콜선의 특성 또는 형태(부호표 3848)  

(FM 12, FM 13 및 FM 14의 제3절 9 군)

sr

태양 및 적외선 복사량의 보정(부호표 3849)  

(FM 35, FM 36, FM 37, FM 38)

ss

해수면온도의 부호 및 측정 형태에 관한 지시부(부호표 3850)  

(FM 12, FM 13, FM 14)

sw

습구온도의 부호 및 형태에 관한 지시부(부호표 3855)  

(FM 12, FM 13, FM 14)

sx

뒤따르는 자료군(제3절) 및 극의 직교좌표(제2절)에 대한 부호 지시부

(부호표 3856) (FM 47)

s1 항법장치의 종류(부호표 3866) (FM 42)

-
관측소로부터 그 지점까지의 거리, 10 km 단위 (FM 45)

(1) 거리가 100 km일 경우 D1에 방향을 보고하며, S1=0으로 나타낸다.

s2 사용한 관측장치의 종류(부호표 3867) (FM 42)

- s1에 추가되는 100 km의 값 (FM 45)

s3 온도 정확도(부호표 3868) (FM 42)

ss
신적설 깊이(부호표 3870)

(FM 12, FM 13 및 FM 14의 제3절 9 군) 

-
얼음 위의 적설 깊이, cm 단위 (FM 67)

(1) 적설의 깊이가 99 cm 이상일 때는 99로 보고한다.

sasa

사용 장비의 추적기법/상태(부호표 3872)

(FM 35, FM 36, FM 37, FM 38) 

sisi 지점에 대한 안정도지수의 예보값 (FM 57)

s00s00 적설 0 cm 이상의 월간 일수 (FM 71)

s01s01 적설 1 cm 이상의 월간 일수 (FM 71)

s10s10 적설 10 cm 이상의 월간 일수 (FM 71)

s50s50 적설 50 cm 이상의 월간 일수 (FM 71)

sss 적설 깊이(부호표 3889) (FM 12, FM 14)

ststst 월평균기온에 대한 일평균값의 표준편차, 0.1℃ 단위 (FM 71)

Ta

PaPaPa의 기압면에 대한 기온의 0.1℃ 근사값 및 부호(＋ 또는 －) 

(부호표 3931) (FM 41)

-

기온의 0.1℃ 근사값 및 부호(＋ 또는 －)(부호표 3931) 

(FM 86, FM 88)

(1) 기온이 정수 ℃ 단위로 계산되는 경우 Ta에는 숫자 부호 0 또는 1을 보고한다.

Tat

대류권계면 고도 기온의 0.1℃ 근사값 및 부호(＋ 또는 －)(부호표 3931) 

(FM 35, FM 36, FM 37, FM 38)

Ta0

Ta1

‥‥

Tan

아래 자료의 0.1℃ 근사값 및 부호(＋ 또는 －) 

(1) 관측소 고도로부터 시작, 지정고도면의 기온 

(FM 35, FM 36, FM 37, FM 38)

(2) 상당흑체온도(부호표 3931) (FM 87)

Tc 열대계의 특성(부호표 3933) (FM 45, FM 46)

Ti

열대계의 강도(부호표 3939, 3940) (FM 45, FM 46)

(1) 2개의 분리된 부호표가 Tt=0~8(부호표 3939) 및 Tt=9(부호표 3940)로 마련  

    되어 있다. Tt=9일 때 부호문자 Ti는 저기압성 순환의 최대풍력 또는 예상의  

    경우에는 예상시각의 최대풍력을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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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 최저기온(부호표 3956) (FM 61)

Tt 열대의 순환 형태(부호표 3952) (FM 45, FM 46)

Tw

우빙 또는 무빙에 관한 W1W2 적용시간 내의 기온변화(부호표 3955)

(FM 12, FM 13 및 FM 14의 제3절 9 군) 

Tx 최고기온(부호표 3956) (FM 61)

T1

가장 큰 범위의 해빙 형태(부호표 3962) (FM 44)

(1) 만일 두개 형의 범위가 같을 때는 큰 숫자 부호를 첫 번째로 사용한다.

T2 두 번째로 큰 범위의 해빙 형태(부호표 3962) (FM 44)

TT
시각군 앞에 띠우지 않고 붙이는 2개의 문자 지시부로서 TT=AT(at), 

FM(From), TL(until)과 같이 쓴다. (FM 15, FM 16, FM 32, FM 51)

-
HH로 보고한 고도의 기온의 절대값, 정수 ℃ 단위 (FM 39, FM 40)

(1) 기온의 부호는 무시한다. 예 -57℃는 57로 보고한다. 

-
기온의 10 단위 및 1 단위 자리, ℃ 단위 (FM 41, FM 86)

(1) 도와 10분 단위로 측정하는 기온의 0.1℃ 단위 온도값은 Ta로 나타낸다.

- 격자점에서의 예상기온, 정수 ℃ 단위 (FM 50)

TFTF

예상기온, 정수 ℃ 단위 (FM 51)

(1) 영하의 값은 TFTF 앞에 문자 M을 붙인다.

TPTP

h′ph′p로 보고한 고도의 기온, 정수 ℃ 단위 (FM 53, FM 54)

(1) 영하의 값은 TFTF 앞에 문자 M을 붙인다.

TcTc

구름의 적외관측으로부터 추정한 기압에 대응하는 구름윗면 온도, 정수 ℃ 단위 

(FM 88)

(1) 이 값은 제2절의 PcPc 기압면을 산출하기 위해 사용한다.

TgTg

전날 밤의 지면(초상) 최저온도, 정수(°C) 단위, 부호는 sn으로 표시 

(FM 12의 제3절3군)   

(1) RA Ⅱ 결정사항

T′gT′g
지면(초상)온도, 정수(°C)단위, 부호는 sn으로 표시 (FM 12의 제3절0군)  

(1) RA Ⅱ 결정사항

ThTh

hxhxhx로 나타낸 고도에서의 기온, 정수(°C)단위 (FM 53, FM 54)

(1) 영하의 값은 ThTh 앞에 문자 M을 붙인다.

Tn0Tn0 일 최저기온 0℃ 미만의 월간 일수 (FM 71)

TsTs

지표면(지면, 수면, 빙면 등)온도, 정수(°C)단위    

(FM 15, FM 16, FM 88)

TtTt

대류권계면의 기온, 정수(°C) 단위    

(FM 35, FM 36, FM 37, FM 38, FM 86)

(1) 도와 10 단위로 관측되는 이 기온은 정수 단위로 사사오입하지 않고, 도의 값은 

TtTt에, 10 단위는 Tat의 방법으로 보고한다. 

TvTv 기온 변화, 정수(°C) 단위 (FM 12, FM 13 및 FM 14의 제3절 9군) 

TwTw

해수욕 기간 동안 해수욕장의 수온 

(FM 12, FM 13 및 FM 14의 제3절 9군) 

Tx0Tx0 일 최고기온 0℃ 미만의 월간 일수 (FM 71)

T0T0 지표면(지면, 수면, 빙면 등) 온도, 정수 ℃ 단위 (FM 86)

T0T0

T1T1

‥‥
TnTn

다음 자료의 10 단위 및 1 단위 숫자

(a) 관측소의 고도로부터 시작, 지정고도면의 기온, 사사오입하지 않은 ℃ 단위 

(FM 35, FM 36, FM 37, FM 38)

(b) 상당흑체온도, 사사오입하지 않은 ℃ 단위 (FM 87)

(1) 도과 10 단위로 관측되는 기온의 10 단위는 Ta0, Ta1, Tan의 Ta 방법으로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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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T1

T2T2

‥‥
TnTn

지정 등압면의 기온, 정수 ℃ 단위    

(FM 39, FM 40)

(1) TT(두 번째 해설)의 (1) 참조 

T25T25 일 최고기온 25℃ 이상의 월간 일수 (FM 71)

T30T30 일 최고기온 30℃ 이상의 월간 일수 (FM 71)

T35T35 일 최고기온 35℃ 이상의 월간 일수 (FM 71)

T40T40 일 최고기온 40℃ 이상의 월간 일수    (FM 71)

T′T′
기온, 정수 ℃ 단위 (FM 15, FM 16)

(1) 영하의 값은 T‘T’ 앞에 문자 M을 붙인다.

T′dT′d
이슬점온도, 정수 ℃ 단위 (FM 15, FM 16)

(1) 영하의 값은 T′dT′d 앞에 문자 M을 붙인다.

TTT
기온, 0.1℃ 단위, 부호는 sn에 표시

(FM 12, FM 13, FM 14, FM 18, FM 22, FM 63, FM 64)

TTT 월 평균기온, 0.1℃ 단위, 부호는 sn에 표시(FM 71, FM 72)

TATATA h1h1h1로 보고한 고도의 기온, 0.1℃ 단위 (FM 42)

TanTanTan 일 최저기온의 월 극값, 0.1℃ 단위, 부호는 sn에 표시. (FM 71)

TaxTaxTax 일 최고기온의 월 극값, 0.1℃단위, 부호는 sn에 표시. (FM 71)

TbTbTb 습구온도, 0.1℃ 단위, 부호는 sn에 표시 (FM 12, FM 13, FM 14)

TdTdTd

이슬점온도, 0.1℃ 단위, 부호는 sn에 표시 

(FM 12, FM 13, FM 14, FM 18, FM 22)

(1) UUU의 (1) 참조

-
이슬점온도, 0.1℃ 단위, 부호는 SS에 표시 (FM 42)

(1) UUU의 (1) 참조

TnTnTn 최저기온, 0.1℃ 단위, 부호는 sn에 표시 (FM 12, FM 13, FM 14)

TnTnTn 일 최저기온의 월 평균, 0.1℃ 단위 (FM 71)

TndTndTnd 일 평균기온의 월중 최저기온, 0.1℃ 단위, 부호는 sn에 표시 (FM 71)

TtTtTt t로 나타낸 요소의 온도, 0.1℃ 단위, 부호는 sn에 표시 (FM 67)

TwTwTw

해수면온도, 0.1℃ 단위, 부호는 sn에 표시  

(FM 12, FM 13, FM 14, FM 18, FM 36, FM 62)

TwTwTw 월 평균 해수면온도, 0.1℃ 단위, 부호는 sn에 표시 (FM 72)

TxTxTx 최고기온, 0.1℃ 단위, 부호는 sn에 표시 (FM 12, FM 13, FM 14)

TxTxTx 일 최고기온의 월 평균, 0.1℃ 단위, 부호는 sn에 표시 (FM 71)

TxdTxdTxd 일 평균기온의 월중 최고, 0.1℃ 단위, 부호는 sn에 표시 (FM 71)

T0T0T0

T1T1T1

‥‥‥‥
TnTnTn

해면에서 시작, 지정된 수심의 수온, 0.1℃ 단위 (FM 63)

(1) 영하의 수온은 0.1℃ 온도의 절대값에 500을 더한다.

TTT
TTT
‥‥‥‥
TnTnTn

관측소의 고도에서 시작, 지정등압면의 월 평균기온, 0.1℃ 단위

(FM 75, FM 76)

(1) 영하의 기온은 평균기온의 절대값에 500을 더한다.  -50℃ 이하일 경우 

1000 단위는 생략한다. 

T0T0T0T0

T1T1T1T1

‥‥‥‥
TnTnTnTn

해면에서 시작, 유의 또는 임의 수심의 수온, 0.01℃ 단위  

(FM 18, FM 64)

(1) 영하의 수온은 0.01℃ 온도의 절대값에 5000을 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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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TTT

경향예보 및 공항예보의 변화 지시부(BECMG, TEMPO)

(FM 15, FM 16, FM 51)

(a) 이들 변화 지시부 문자의 해설은 WMO-No. 49 - Technical Regulations 

[C.3.1]에 표시

t snTtTtTt로 나타낸 측정 온도값의 종류(부호표 4001) (FM 67)

tE 가장 많은 형태의 해빙의 두께, 적설은 포함하지 않음(부호표 4006) (FM 44)

tL 층의 두께(부호표 4013) (FM 51, FM 53, FM 54)

tR

전문보고시각에 끝난 강수량 측정 기준시간(부호표 4019)    

(FM 12, FM 13, FM 14, FM 22)

te

열대저기압의 중심 또는 눈의 이동을 계산한 시간 간격 

(부호표 4035) (FM 20)

tm 열대저기압의 이동을 계산한 시간 간격(부호표 4044) (FM 85)

tn

300 m 또는 500 m 단위로 되어 뒤따르는 자료군에 적용하는 고도 배수의 10단위 

숫자 (FM 32, FM 33, FM 34,)

tp

RRRR로 보고하는 강수의 측정기간 또는 눈의 상당강수량의 측정시간

(부호표 4047) (FM 67)

(1) 이 기간 또는 시간은 항상 측정한 GG 시각에 끝난다.

tw

현상의 시작시각으로부터 관측시까지의 시간(부호표 4055)    

(FM 12, FM 13 및 FM 14의 제3절 9군) 

tt
관측시까지의 시간 또는 현상의 계속시간(부호표 4077)    

(FM 12, FM 13 및 FM 14의 제3절 9군) 

ttt

GcGc와 다음의 (a), (b)와의 시간 간격

(a) 자료장의 예상에 관한 시각 또는

(b) 평균 자료장 또는 자료장 변화의 예상에 관한 기간의 끝남. 단위는 ut로 표시 

(FM 47, FM 49)

tL1tL1tL1

tL2tL2tL2

․․․
tLntLntLn

PAPA와 각각의 P1P1‥‥PnPn 사이의 층후(1000위 숫자는 생략) 

10 gpm 단위 (FM 86)

tbtbtb 평균기간 또는 자료변화 주기의 길이, 단위는 Ub로 표시 (FM 47)

ULa

위도의 1 단위 수   

(FM 14, FM 33, FM 34, FM 36, FM 37, FM 38, FM 40)

- 위도의 도 단위(또는 0.1도 단위) (FM 88)   

ULo

경도의 1 단위 수   

(FM 14, FM 33, FM 34, FM 36, FM 37, FM 38, FM 40)

- 경도의 도 단위(또는 0.1도 단위) (FM 88)   

U1

ULa1, ULo1, ULa2, ULo2 등으로 나타낸 다섯 지점의 첫 번째 위치에서 PbPb로 나타낸 

기압면과 대류권계면 사이 층의 평균 상대습도, 10% 단위 (FM 88)

U2

U3

U4

U5

U1을 제외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및 다섯 번째 위치의 평균 상대습도

(FM 88)

UvUv 상대습도의 변화, % 단위 (FM 12, FM 13 및 FM 14의 제3절 9군) 

UUU

상대습도, % 단위, UUU=100%를 제외하고는 첫 번째의 숫자는 0으로 보고한다 

(FM 12, FM 13 FM 14, FM 18, FM 42)

(a) 규정 12.2.3.3.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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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축척인자(부호표 4200) (FM 47, FM 49, FM 87, FM 88)

ub tbtbtb로 표현되는 평균기간 또는 자료변화기간의 단위(부호표 4232) (FM 47)

up 보조층의 층후 단위(부호표 4242) (FM 86)

ut ttt의 시간 단위(부호표 4252) (FM 47)

u1

300 m 또는 500 m 단위로 되어 있는 뒤따르는 자료군의 첫 번째 고도배수의 한자리 숫자 

(FM 32, FM 33, FM 34)

예를 들어, “92346”인 경우(300 m×23=6900 m)의 23배수 중 3을 표시 

u2

300 m 또는 500 m 단위로 뒤따르는 자료군의 두번째 고도배수의 한자리 숫자 

(FM 32, FM 33, FM 34)

u3

300 m 또는 500 m 단위로 뒤따르는 자료군의 세 번째 고도배수의 한자리 숫자 

(FM 32, FM 33, FM 34)

uu 등치선값, 단위는 e2로 표시 (FM 45, FM 46)

uuu 등치선값, 단위는 e1으로 표시 (FM 45)

V 지표면의 예상시정(부호표 4300) (FM 61)

Vb

관측 전 1시간 동안의 시정 변화(부호표 4332)

(FM 12, FM 13 및 FM 14의 제3절 9군) 

Vs

연안관측소에서 바다 방향의 시정(부호표 4300)

(FM 12, FM 13 및 FM 14의 제3절 9군) 

V′s
비행기 착수역의 수면 시정(부호표 4300)

(FM 12, FM 13 및 FM 14의 제3절 9군) 

VV

지상의 수평시정(부호표 4377) (FM 12, FM 13, FM 14)

(1) 수평시정이 4377표의 두 값 사이에 있을 때는 짧은 거리의 숫자 부호를 보고한다. 

예를 들어, 거리가 350 m일 때 숫자 부호 03을 보고한다.

VBVB YYMMJ GGgg/ 군으로 보고한 마지막 위치의 부이의 표류속도, cm/s 단위 (FM 18)

VcVc 해면의 해류속도, 0.1 kt 단위 (FM 63)

VsVs

바다 방향의 시정(부호표 4377)

(FM 12, FM 13 및 FM 14의 제3절 9군) 

V1V1 시정 50 m 미만의 월간 일수, 관측주기의 기간에 관계없음. (FM 71)

V2V2 시정 100 m 미만의 월간 일수, 관측주기의 기간에 관계없음. (FM 71)

V3V3 시정 1000 m 미만의 월간 일수, 관측주기의 기간에 관계없음. (FM 71)

VVVV

지상의 수평시정, m 단위, 500 m까지는 50 m간격, 500 m부터 5000 m까지는 100 m

간격, 5,000 m부터 9,999 m까지는 1,000 m간격으로 보고하며, 10 km 이상의 

시정은 9999로 보고한다.

(FM 15, FM 16, FM 51, FM 53, FM 54)

(1) 시정값이 두 간격 사이에 있을 때는 절사하여 낮은 쪽의 값을 취한다. 예를 들어, 

시정이 370 m일 때는 0350으로, 570 m일 때는 0500으로, 3570 m이면  

3500으로, 5700 m일 때는 5000으로 보고한다.

VRVRVRVR

활주로가시거리, m 단위 (FM 15, FM 16)

(1) RVR이 400 m 미만일 때는 25 m 간격으로, 400~800 m 사이는 50 m 간격으로, 

800 m 이상일 때는 100 m 간격으로 보고한다. 보고기준에 맞지 않는 RVR값은 

절사하여 낮은 기준값으로 보고한다.

ViViViVi 부이의 공학적 상태 (FM 18)

VNVNVNVN

지상에서의 최소 수평시정, m 단위, 

(FM 15, FM 16)

vp

현상의 진행속도(부호표 4448)

(FM 12, FM 13 및 FM 14의 제3절 9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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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 관측 전 3시간 동안의 선박의 평균속도(부호표 4451) (FM 13)

vv 연직바람시어, kt/300 m 단위 (FM 45, FM 53, FM 54)

vava

최대풍과 최대풍 고도 1 km 위의 바람과의 Vector 차에 대한 절대값, 단위는 YY로 

표시. 

(FM 32, FM 33, FM 34, FM 35, FM 36, FM 37, FM 38)

vbvb

최대풍과 최대풍 고도 1 km 아래의 바람과의 벡터차에 대한 절대값, 단위는 YY로 

표시. (FM 32, FM 33, FM 34, FM 35, FM 36, FM 37, FM 38)

vvv 연직바람시어, kt/1000 m 단위 (FM 45)

W 과거 시간의 일기(부호표 4561) (FM 22)

Wc
열대저기압의 눈 직경 또는 장축 길이(부호표 4504)

(FM 20)

WR

레이더로 관측된 60×60 km 단위 격자면적 내의 기상현상 또는 구름형태

(부호표 4530) (FM 20)

Wa1

Wa2

자동기상관측소에서 보고되는 과거일기(부호표 4531)

(FM 12, FM 13, FM 14)

Wf

SfSf로 나타낸 특징의 평균 폭 또는 평균 직경, 또는 열대저기압 구름역의 평균 직경

(부호표 4536) (FM 85)

Wm 예상 일기(부호표 4544) (FM 61)

Wt 해빙 간격의 형태(부호표 4552) (FM 44)

W1

W2
과거 일기(부호표 4561) (FM 12, FM 13, FM 14)

we 일기(부호표 4635) (FM 45)

wi 바람자료의 결정방법(부호표 4639) (FM 88)

ww

유인관측소에서 보고하는 현재 일기(부호표 4677)     

(FM 12, FM 13, FM 14, FM 22, FM 45)

(1) 숫자 부호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서는 구름뿐만이 아닌 다른 현상도 다룬    

International Cloud Atlas의 Part Ⅲ을 상세히 알고 있을 필요가 있음.

(2) ww 숫자 부호 첫 번째의 숫자는 일기를 크게 0~9의 10계급으로 나눈 것으로 

가장 적합한 일기의 일반적인 상태를 선정한다. 다음 두 번째 숫자는 이를 자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관측시 또는 관측 전 등 1시간 내 일기현상을 기술할 숫자 

부호를 찾으며, 관측 전 1시간을 초과한 일기현상은 보고하지 않는다.   

wawa

자동기상관측소에서 보고되는 현재 일기(부호표 4680)

(FM 12, FM 13, FM 14)

wsws 중요 일기(부호표 4683) (FM 45, FM 46)

w1w1

부호표 4677에 규정되지 않은 현재 일기 또는 7wwW1W2 군의 현재 일기에 대한 

보충(부호표 4687) (FM 12, FM 13 및 FM 14의 제3절 9군) 

w′w′
중요  현재 일기와 예상 일기(부호표 4678)     

(FM 15, FM 16, FM 51)

www 층간 가강수량, mm 단위 (FM 86)

wL1wL1wL1

wL2wL2wL2

․․․

wLnwLnwLn

PAPA와 각 P1P1....․PnPn 사이와 층간의 가강수량, mm 단위

(FM 86)

w1w1w1 예상 일기(부호표 4691) (FM 53, FM 54)

X

HsHsHsHs 또는 QQQeQ로 나타낸 값의 측정 시각 또는 기간 및 측정요소의 변화 경향

(부호표 4700) (FM 67)

(1) 이 특성은 X 다음 4개 숫자 군의 수위 또는 유량 측정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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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XR 기록계 종류(부호표 4770) (FM 63, FM 64)

XtXt 부표 종류(부호표 4780) (FM 18)

XXX 방사능량 또는 유출량의 가장 중요한 세 자리 수 (FM 22, FM 57)

x 스펙트럼 파랑자료의 지수(부호표 4800) (FM 65)

x4 지구 반구의 지시부(부호표 4865) (FM 82)

x1x1 점 위치군의 형식(부호표 4887) (FM 45)

x2x2x2 분석 종류(부호표 4892) (FM 45)

x3x3x3 도표 또는 분석에 사용된 지정 단위(부호표 4892) (FM 45)

Y

요일(UTC)(부호표 4900) (FM 83)

(1) Y는 관측한 요일이며 송신하는 요일은 아니다.

(2) 2일에 걸친 기간의 자료를 보고하는 경우 Y는 2번째 요일을 보고한다.

YY

날짜(UTC), 월의 첫날은 01, 두 번째 날은 02 등

(a) 관측이 끝난 실제의 시각이 속한 날짜를 표시

(FM 12, FM 13, FM 14, FM 15, FM 16, FM 18, FM 20, FM 32, FM 33, FM 34, 

FM 35, FM 36, FM 37, FM 38, FM 39, FM 40, FM 41, FM 42, FM 62, FM 63, 

FM 64, FM 65, FM 67, FM 85, FM 86, FM 87, FM 88)

(b) 전체 예보 또는 일부 예보의 유효기간이 시작되는 날짜(요일)를 표시

(FM 53, FM 54, FM 61)

(c) 도표를 작성한 자료의 관측 날짜를 표시

(FM 44, FM 45, FM 46, FM 47, FM 49)

(d) 예보 발표일 (FM 51)

(e) 예보 개시일 또는 예보변화 개시일 (FM 51)

(1) FM 32, FM 33, FM 34, FM 35, FM 36, FM 37, FM 38, FM 39, FM 40, 

FM 41, FM 88에서 YY는 월의 날짜 표시에 추가하여 사용한 풍속단위를 나타낸다. 

풍속이 kt이면 YY에 50을 더하고 m/s인 경우는 날짜를 그대로 보고한다. 

YFYF

(a) WINTEM 보고가 유효한 월의 날짜(UTC) (FM 50)

(b) 온도 예보의 유효일(UTC) (FM 51)

YaYa 사고 날짜, 역일 (FM 22, FM 57)

YbYb 평년 자료 기간의 시작 년 (FM 71)

YcYc 평년 자료 기간의 마지막 년 (FM 71)

YeYe

(a) 감시활동 또는 유출의 종료 날짜, 역일 (FM 22)

(b) 예보변화 종료일(UTC) (FM 51) 

YrYr 보고문 발표 날짜, 역일 (FM 22)

- 예보 발표 날짜, 역일 (FM 57)

YsYs 감시활동 또는 유출의 시작 날짜, 역일 (FM 22)

- 도표 작성에 사용된 기상위성 자료를 관측한 월의 날짜(UTC) (FM 44)

Y0Y0 경로 산출에 이용된 분석/예보 날짜, 역일 (FM 57)

Y1Y1 예보 적용기간의 시작 날짜, 역일 (FM 51, FM 53, FM 54 )

- 예보 적용기간 시작일, 역일 (FM 57)

- 예보 적용기간 또는 시작을 나타내는 월의 날짜(UTC) (FM 68)

Y1Y1

Y2Y2

․․․
YjYj

지정장소에 대한 방사능 오염물의 도착 예정 날짜, 역일.

(FM 57)

Y2Y2 예보 적용기간의 종료를 나타내는 월의 날짜(UTC) (FM 51, FM 68)

ypyp 기압의 평년값 계산기간에서 누락한 년 수 (FM 71)

yRyR 강수량의 평년값 계산기간에서 누락된 년수 (FM 71)

ySyS 일조시간의 평년값 계산기간에서 누락된 년수 (FM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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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yT 평균기온의 평년값 계산기간에서 누락된 년수 (FM 71)

yTxyTx 평균 극기온의 평년값 계산기간에서 누락된 년수 (FM 71)

yanyan 월중 최저기온이 나타난 날 (FM 71)

yaxyax 월중 최고기온이 나타난 날 (FM 71)

yeye 증기압의 평년값 계산기간에서 누락된 년수 (FM 71)

yfxyfx 월중 최대풍속이 나타난 날 (FM 71)

ynyn 월중 일 평균기온의 최저가 나타난 날 (FM 71)

yryr 월중 일 강수량의 최다값이 나타난 날 (FM 71)

yxyx 월중 일 평균기온의 최고가 나타난 날 (FM 71)

yyyyy 333x1x1 군으로 표시된 형식에서의 위치군 (FM 45)

ZT TT로 보고한 기온의 특성(부호표 5122) (FM 39, FM 40)

Z0

광학현상(부호표 5161)

(FM 12, FM 13 및 FM 14의 제3절 9군) 

Z1 구역 S2의 발달 성향(부호표 5162) (FM 45)

ZZ
5° 간격으로 구분한 위도와 경도의 기상 지역번호(부호표 5177)

(FM 54)

ZdZdZd 부표를 달아맨 닻줄의 길이, m 단위 (FM 18)

ZcZcZcZc 케이블 길이(온도계 줄), m 단위 (FM 18)

ZdZdZdZd 해저의 총 깊이, m 단위 (FM 63, FM 64)

ZhZhZhZh 케이블 하단의 정역학적 압력, kPa 단위 (FM 18)

zi

해빙의 현재 상태와 전 3시간 동안의 변화상태(부호표 5239)

(FM 12, FM 13, FM 14)

zz
현상의 변화, 위치 또는 강도(부호표 4077)

(FM 12, FM 13 및 FM 14의 제3절 9군) 

- 해면에서 시작한 수심, 100 m 단위 (FM 63)

z0z0

z1z1

․․․
znzn

해면에서 시작한 유의수심, m 단위 (FM 63)

zzz 지역구분 해설(부호표 1863) (FM 54)

z0z0z0z0

z1z1z1z1

․․․
znznznzn

해면으로부터 시작한 임의 수심 또는 유의수심, m 단위    

(FM 18, FM 64)

/

//

․․․

누락 자료

(a) 사선(/)의 수는 자료가 보고되지 않는 식별문자의 수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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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호표의 숫자 부여 체계

분석 또는 예보 전문을 작성할 때 식별문자 또는 문자군은 해당요소의 값 또는 상태를 

나타내는 숫자로 대치된다. GG 또는 PPP같이 어떤 경우에는 식별문자(또는 문자군)를 숫자로 

직접 표기하는 것이 가능하며, 다른 경우에는 각 요소에 대한 특정 부호표에 의해 숫자를 

선택한다.

이 부호표는 입수되는 분석 또는 예보전문의 해독에 사용되어 전문에 포함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각 부호표는 그에 해당하는 식별문자의 알파벳 순으로 0100부터 5299까지 4자리 숫자로 

구성된다. 숫자는 다음과 같은 체계에 따라 지정된다.

처음 두 숫자는 주요 식별문자의 알파벳상 순서의 수를 나타낸다. 대문자는 홀수로, 소문

자는 짝수로 주어진다. 예를 들면, 01은 A, 02는 a, 03은 B, 04는 b....51은 Z, 52는 z 등이다.

나머지 두 숫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따라 지정된다.

00~01은 단지 한 개의 문자(예를 들어, X 또는 x)로 구성되는 부호표에 사용.

02~30은 XA-XZ, xA-xZ 형 및 XA0 또는 xAO와 같은 형의 부호표에 사용. 

31~60은 Xa-Xz, xa-xz 형 및 XA0 또는 xa0와 같은 형의 부호표에 사용.

61~70은 X0-Xn, 또는 x0-xn(n은 임의의 숫자)형의 부호표에 사용.

71~99는 X′, XX, XXX, x′, xx, xxx 또는 XbXb, X0X0X0, xbxb, x0x0x0x0와 유사한 형의 

부호표에 사용. 

숫자부여 체계와 여러 요소에 대한 부호표의 숫자는 표 3-1과 같다.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부호표 외에 지역적인 사용을 위한 부호표에는 120부터 800까지 

3자리 숫자가 부여되며, 이는 국제기상전보식 Volume Ⅱ에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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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부호표의 숫자 부여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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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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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호표 설명

0101

A - 신기루

숫자 부호

0 기사 없음

1 먼 곳에 있는 물체의 부양상(浮揚像)(희미함)

2 먼 곳에 있는 물체의 수평선상 명확한 부양상

3 먼 곳에 있는 물체의 도립상(倒立像)

4 먼 곳에 있는 물체의 복잡하게 겹쳐있는 상(도립상은 아님)

5 먼 곳에 있는 물체가 복잡하게 겹쳐있는 상(일부는 도립상)

6 상당히 일그러져 보이는 태양 또는 달

7 천문학적으로 수평선 아래에 있는 태양이 보임

8 천문학적으로 수평선 아래에 있는 달이 보임

주 : 숫자 부호 4, 5, 6을 적용하는 경우, 물체의 상을 확인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0104

AC - 열대저기압 중심 또는 눈 위치의 정확도

숫자 부호

1 눈이 레이더 스코프에 보이며 정확도는 양호(10 ㎞ 이내)

2 눈이 레이더 스코프에 보이며 정확도는 보통(30 ㎞ 이내)

3 눈이 레이더 스코프에 보이며 정확도는 나쁨(50 ㎞ 이내)

4
중심의 위치는 레이더 스코프의 영역 내에 있으며, 판정은 나선형도에 의한다. 

정확도는 양호( 10 ㎞ 이내)

5
중심의 위치는 레이더 스코프의 영역 내에 있으며, 판정은 나선형도에 의한다. 

정확도는 보통( 30 ㎞ 이내)

6
중심의 위치는 레이더 스코프의 영역 내에 있으며. 판정은 나선형도에 의한다. 

정확도는 나쁨( 50 ㎞ 이내)

7
중심의 위치는 레이더 스코프의 영역 내에 있으며, 판정은 나선형도에 의하여 

외삽한다

/ 정확도는 결정할 수 없음 

0114

AN - 풍향풍속계 종류

숫자 부호

0 3배형

1 프로펠라형

2 WOTAN(Wind Observation through Ambiend Noise)형

/ 자료 누락(BUFR의 부호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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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1

Aa - 사고 조기 통보 - 조항 적용 

숫자 부호

1 조항 1, 2

2 조항 3

3 조항 5, 2

4~6 보류

7 자료누락

0133

Ac - 사고 원인

숫자 부호

0 사고원인 알 수 없음

1 사고원인 알 수 있음

2 보류

3 자료누락

0135

Ae - 사고 상황

숫자 부호 숫자 부호

0 호전되지 않음 4 안정됨

1 불안정함 5 악화됨

2 악화되지 않음 6 보류

3 호전됨 7 자료누락

0139

Ai - 공중방전 위치의 정확도와 빈도

숫자 부호 위치의 정확도      빈     도

0 추정 곤란 추정 곤란

1 추정오차 50 ㎞ 미만 매초 1회 미만

2 추정오차 50~200 ㎞ 매초 1회 미만

3 추정오차 200 ㎞ 이상 매초 1회 미만

4 추정오차 50 ㎞ 미만 셀 수 있는 전광, 매초 1회 이상

5 추정오차 50~200 ㎞ 셀 수 있는 전광, 매초 1회 이상

6 추정오차 200 ㎞ 이상 셀 수 있는 전광, 매초 1회 이상

7 추정오차 50 ㎞ 미만 매우 빨라 셀 수 없음

8 추정오차 50~200 ㎞ 매우 빨라 셀 수 없음

9 추정오차 200 ㎞ 이상 매우 빨라 셀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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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52

At - 열대저기압 위치의 정확도

숫자 부호

0 중심은 보고위치의 10 ㎞ 이내

1 중심은 보고위치의 20 ㎞ 이내

2 중심은 보고위치의 50 ㎞ 이내

3 중심은 보고위치의 100 ㎞ 이내

4 중심은 보고위치의 200 ㎞ 이내

5 중심은 보고위치의 300 ㎞ 이내

/ 중심을 결정할 수 없음

0161

A1 - 부이, 시추대 또는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시설이 배치된 WMO의 지역협정번호

bw - A1에 표시된 구역 내의 소지역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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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63

A3 - 주간밝기, Da 방향의 최단 시정

숫자 부호

0 주간밝기, 어두움

1 주간밝기, 상당히 어두움

2 주간밝기, 캄캄함

0177

AA - 사고 관련 활동 또는 설비

숫자 부호

1 지상의 핵반응 물질

2 해양의 핵반응 물질

3 공중의 핵반응 물질

4 핵 연료 설비

5 방사능 폐기 관리 설비

6 핵 연료 또는 방사능 폐기물의 운반 

7 핵 연료 또는 방사능 폐기물의 보관 

8 방사능 동위원소의 제조

9 방사능 동위원소의 사용

10 방사능 동위원소의 보관

11 방사능 동위원소의 페기

12 방사능 동위원소의 운반

13 발전을 위한 방사능 동위원소의 사용

14~19 보류

20 유독성 화학 설비의 화재

21 유독성 화학물의 운반

22 하천으로의 유독성 화학물 유출

23~29 보류

30 기타

31 자료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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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0

a - 관측 전 3시간 동안의 기압변화 경향 특성

숫자 부호

0 상승 후 하강 : 현재기압은 3시간 전의 기압과 같거나 높음

1 상승 후 일정, 상승 후 완만 상승

현재기압은 3시간전의 

기압보다 높음
2 일정하게 상승, 변동 상승*

3 하강 후 상승, 일정 후 상승, 상승 후 급상승

4 일정 : 현재의 기압은 3시간 전의 기압과 같음*

5 하강 후 상승 : 현재의 기압은 3시간 전의 기압과 같거나 또는 낮음 

6 하강 후 일정, 하강 후 완만 하강

현재기압은 3시간전의 

기압보다 낮음
7 일정 하강, 변동 하강*

8 일정 후 하강, 상승 후 하강, 하강 후 급 하강

* 자동기상관측소의 보고에는 규정 12.2.3.5.3항 참조

0204

aC - 관측 전 30분 동안의 열대저기압 눈의 특성 변화

숫자 부호

0 과거 30분 사이에 처음으로 눈이 보임

1 특성 또는 눈의 크기에 중요한 변화는 없음

2 특성에 중요한 변화는 없지만 눈은 작아졌음

3 특성에 중요한 변화는 없지만 눈은 커졌음

4 눈은 분명치 않게 되었으나 크기에 중요한 변화는 없음

5 눈은 분명치 않으나 그 크기는 작아졌음

6 눈은 분명치 않으나 그 크기는 커졌음

7 눈은 한층 명료하게 되었으나 그 크기에 중요한 변화는 없음

8 눈은 한층 명료하나 그 크기는 작아졌음

9 눈은 한층 명료하나 그 크기는 커졌음

/ 눈의 특성 및 크기의 변화는 결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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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0

aI - 해빙의 변화 경향

숫자 부호

0 변화 없음

1 해빙상태가 좋아지고 있음(항해에 대해서)

2 해빙상태가 나빠지고 있음(항해에 대해서)

3 해빙이 부서지고 있음

4 해빙 간격이 벌어지거나 떠 흘러 내려가고 있음

5 해빙이 증가하고 있음

6 해빙이 함께 얼고 있음

7 해빙이 떠 흘러들어 오고 있음

8 해빙이 눌러지고 있음

9 해빙이 빙구화되고 있고, 또는 빙구화와 나선형을 이루고 있음

/ 결정할 수 없거나 명확하지 않음.

0235

ae - 에코 패턴의 변화경향

숫자 부호    강도의 변화경향    영역의 변화경향

1 감소 감소

2 감소 변화 없음

3 감소 증가

4 변화 없음 감소

5 변화 없음 변화 없음

6 변화 없음 증가

7 증가 감소

8 증가 변화 없음

9 증가 증가

/ 결정할 수 없음 결정할 수 없음

0239

ai - 공중방전의 분포

숫자 부호

0 공중방전 없음

2 고립된 공중방전원

4 활동적인 공중방전의 발생원은 LaLaLoLok로 나타낸 점을 연결한 범위 내에 있음

6 활동적인 공중방전의 발생원은 대략 LaLaLoLok로 나타낸 점을 연결한 선상에 있음

9 기술상의 원인으로 보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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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4

am - 해역의 세분

숫자 부호

0 AAA 전역

1 AAA의 북동 상한

2 AAA의 동쪽 1/2

3 AAA의 남동 상한

4 AAA의 남쪽 1/2

5 AAA의 남서 상한

6 AAA의 서쪽 1/2

7 AAA의 북서 상한

8 AAA의 북쪽 1/2

9 AAA 이외의 해역

0252

at - 열대저기압 강도의 24시간 변화

숫자 부호

0 더욱 약해지고 있음

1 약해지고 있음

2 변화 없음

3 강해지고 있음

4 더욱 강해지고 있음

9 이전에 관측되지 않음

/ 결정할 수 없음

0262

a1 - 결측 원인 또는 설치된 지상 장비

숫자 부호

0 발사 일정 없음

1 로켓 모터의 고장

2 측기로부터 신호가 수신되지 않음

3 지상 추적장비의 고장

4 일기악화로 발사 불능

5 사정권내의 장애물 발사 불능

6 물자부족으로 발사 불능

7 레이더만 사용

8 레이더와 원격장치 사용

9 원격장치만 사용

주 : (1) 숫자 부호 0~6은 발사 일정이 어긋나 보고할 수 없는 원인을 알리기 위해서 또는 로켓 

발사는 되었으나 자료수신이 안되었을 때 사용한다.

     (2) 숫자 부호 7~9는 로켓의 만족한 발사시 지상 추적 장치의 형태를 알리기 위해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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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64

a3 - 지오포텐셜을 보고하는 표준등압면

숫자 부호

1 1000 hPa

2  925 hPa

5  500 hPa

7  700 hPa

8  850 hPa

0265

a4 - 측정 장비의 종류

숫자 부호

0 바람 측정 장비가 있는 기압측정기구

1 광학 경위의

2 무선 경위의

3 레이더

4
바람 측정 장치가 있는 기압 측정기구를 사용하여 관측하였으나

기구상승 중 바람만 관측하고 기압은 관측하지 못하였음. 

5 초장파 - 오메가

6 로란 - C

7 윈드프로파일러

8 위성 측정

9 사용 보류

0266

a5 - 방사능 양의 보고형태와 단위

숫자 부호

1 사고로 대기 중으로 유출된 방사능 유출량(단위 Bq) 보고

2 사고로 수중으로 유출된 방사능 유출량(단위 Bq) 보고

3 사고로 대기와 수중으로 유출된 방사능 유출량(단위 Bq) 보고

4 사고로 지표로 유출된 방사능 유출량(단위 Bq의 보고

5 강수 중의 동위원소 오염물질(단위 Bq l-1) 보고

6
총베타량 오염물질을 포함한 대기중 동위원소 오염물질(단위  Bq m-3)과 

침전물 밀도(단위 Bq m-2) 보고

7
대기 중 주요 이동 경로를 따른 감마량(단위 mSv)과 자료가 있을 경우 

지표면의 감마량 보고

8
대기 중의 지정 동위원소의 형태 및 농도(단위 Bq m-3) 또는 대기 중 감마

량(단위 mSv)의 보고

9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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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91

a1a1a1
변수의 유형

a2a2a2

숫자부호 장의 변수 기준값 단 위
현상 발생 

또는 강도
비고

000 - - - 변수 누락 표시

001 기압 0 hPa 1 hPa

002 지오포텐샬고도 0 gpm 10 gpm

003 기하학적 고도 0 m 10 m

004 기온 0 ℃ 1 ℃

005 최고기온 0 ℃ 1 ℃ 지표면만

006 최저기온 0 ℃ 1 ℃ 지표면만

007 기온 표준편차 0 ℃ 1 ℃

008 온위 0 ℃ 1 ℃

009 위단열 온위 0 ℃ 1 ℃

010 이슬점온도 0 ℃ 1 ℃

011 습수(기온․이슬점차) 0 ℃ 1 ℃

012 비습 0 g㎏-1 0.1 g㎏-1

013 상대습도 0 % 1 %

014 혼합비 0 g㎏-1 0.1 g㎏-1

015    안정도지수 0 ℃ 1 ℃

특정변수에 대해서

는 부호표

2677 참조

016 포차
0 hPa 0.1 hPa

(특정면에 대해서)

0 gpm 10 gpm

(특정층에 대해서)

017 4층 상승지수 0 ℃ 1℃

018~019 보류

020 풍향 0° 10°

021 풍속 0 ms-1 1 ms-1

022 풍향과 풍속 0°‚ 0 ms-1 5°‚ 1 ms-1 TEMP 전문

023~024 바람 성분 0 ms-1 1 ms-1
사용된 좌표계에 

따름

025 풍속 0 kt 1 kt

026 풍향과 풍속 0°‚ 0 kt 5°‚ 1 kt TEMP 전문

027~28 바람 성분 0 kt 1 kt
사용된 좌표계에 

따름

029 유선함수 0 m2s-1 105m2s-1

030 상대소용돌이도 0 s-1 10-5s-1

031 절대소용돌이도 0 s-1 10-5s-1

032 상대소용돌이도 이류 0 s-2 10-9s-2

033 절대소용돌이도 이류 0 s-2 10-9s-2

034 수평 속도발산 0 s-1 10-5s-1

035 수평 수분발산 0 g㎏-1s-1 0.1 g㎏-1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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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91 계속)

숫자부호 장의 변수 기준값 단 위
현상 발생 

또는 강도
비고

036 지균소용돌이도 0 s-1 10-5 s-1

037 지균소용돌이도 이류 0 s-2 10-9 s-2

038 보류

039 속도포텐셜 0 m2 s-1
10  m2 s-1

040 연직속도 (↓) 0 cb s-1 10-1cb s-1

041 연직속도 (↓) 0 cb/12h 1 cb/12h

042 연직속도 (↓) 0 hPa h-1 1 hPa h-1

043 연직속도 (↑) 0 ㎜s-1 1 ㎜s-1

044 연직바람시어 0s-1/1000 m 0 ms-1/1000 m

045 연직바람시어 0 kt/1000 m 1 kt/1000 m

046 기온감율 0 ℃/100 m 0.1℃/100 m

047 가강수량 0 ㎜ 1 ㎜

048 대류 강수량 0 ㎜ 1 ㎜

049 강수율 0 ㎜ h-1 1 ㎜ h-1

050 강수량 0 ㎜ 1 ㎜ 지표면만

051 적설 0 ㎝ 1 ㎝ 지표면만

052 방출 장파복사 0 Joule
0.1 Joule

(1J=107ergs)

053 방출 단파복사 0 Joule 0.1 Joule 24시간 합계

054 흡수 단파복사 0 Joule 0.1 Joule 24시간 합계

055 비대류 강수량 0 ㎜ 1 ㎜

056~057 보류 

058 오후 해수면온도 상승 0 ℃ 0.01 ℃

059 온도 편차 0 ℃ 0.01 ℃

060 평균해수면 편차 0 ㎝ 1 ㎝

061 해수온도 0 ℃ 0.01 ℃

062 염도 0 ‰

063 밀도

064
풍파와 너울을 합성한 

유의파고
0 m 0.5 m 임계치 0.5 m

065 너울의 방향 0° 10°

066 너울의 유의파고 0 m 0.5 m 임계치 0.5 m

067 너울의 평균주기 0 s 1 s

068 풍파의 방향 0° 10°

069 풍파의 유의파고 0 m 0.5 m 임계치 0.5 m

070 풍파의 평균주기 0 s 1 s

071 해류의 방향 0° 10°

072 해류의 속도 0 ㎝ s-1 1 ㎝ s-1

073~074 해류의 속도성분 0 ㎝ s-1 1 ㎝ s-1 사용된 좌표계

에 따름

075 1차 파향 0° 10°

076 1차 파주기 0 s 1 s

077 2차 파향 0° 10°

078 2차 파주기 0 s 1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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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91 계속)

숫자부호 장의 변수 기준값 단 위
현상의 발생 

또는 강도
비고

079 운량
0, 1, 2, 3, 

4, 5, 6, 7, 8

8분수로 나타내는 운량

(특정변수에 대해서는 

부호표 2677 참조)

080 뇌우 0, 1 0=없음, 1=발생

081 열대성 회전폭풍 0, 1 0=없음, 1=발생

082 스콜선 0, 1 0=없음, 1=발생

083 우박 0, 1 0=없음, 1=발생

084
난류(일반적으로

구름에 동반)
0, 1, 2

0=없음, 또는 약

1=보통, 2=약

085 청천난류 0, 1, 2
0=없음, 또는 약

1=보통, 2=약

086 착빙 0, 1, 2
0=없음, 또는 약

1=보통, 2=약

087 산악파 0, 1 0=없음, 1=발생

088 모래보라/먼지보라 0, 1 0=없음, 1=발생

089 어는 비 0, 1 0=없음, 1=발생

090 얼음 농도 0, 1
0=해빙 없음,

1=해빙 발생

091 얼음 두께 0 m 1 m

092 얼음 표류 u-성분 0 ㎞/day 1 ㎞/day

093 얼음 표류 v-성분 0 ㎞/day 1 ㎞/day

094 얼음 성장 0 dm 1 dm

095 얼음 수렴/발산 0 s-1 1 s-1

096~099 보류

100 기압 0 dapa 1 dapa

101 지오포텐셜 층후 0 gpm 1 gpm

102 지오포텐셜 고도 0 gpm 1 gpm

103 기하학적 고도 0 m 1 m

104 기온 0 ℃ 0.1 ℃

105~111 보류

112 비습 0 ㎏ ㎏-1 1 ㎏ ㎏-1

113 상대습도 0 % 0.1 %

114 혼합비 0 ㎏ ㎏-1 1 ㎏ ㎏-1

115 안정도(상승)지수 0 ℃ 0.1 ℃

116 포차 0 hPa 1 hPa

0 gpm 1 gpm

117~119 보류

120 풍향 0° 1°

121~128 보류

129 유선함수 0 m2s-1 1 m2s-1

130 상대소용돌이도 0 s-1 10-6s-1

131 절대소용돌이도 0 s-1 10-6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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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91 계속)

숫자부호 장의 변수 기준값 단 위
현상 발생 

또는 강도
비고

132 상대소용돌이도 이류 0 s-2 1 s-2

133 절대소용돌이도 이류 0 s-2 1 s-2

134 수평 속도발산 0 s-1 1 s-1

135 수평 수분발산 0 ㎏ ㎏-1s-1 1 ㎏ ㎏-1s-1

136 지균소용돌이도 0 s-1 1 s-1

137 지균소용돌이도 이류 0 s-2 1 s-2

138 보류

139 속도포텐셜 0 m2 s-1 1 m2 s-1

140 연직속도 (↓) 0 hPa s-1 1 hPa s-1

141 연직속도 (↓) 0 dpa s-1 1 dpa s-1

(1 microbar s-1)

142 보류

143 연직속도 (↑) 0 ms-1 1 ms-1

144 연직 바람시어 0 ms-1/1 m 1 ms-1/1 m

145 보류

146 기온감율 0 ℃/1 m 1 ℃/1 m

147 가강수량 0 m 1 m

148 보류

149 강수율 0 ms-1 1 ms-1

150 강수량 0 m 1 m

151 적설 0 m 1 m

152 방출 장파복사 0 Joule
1 Joule

(1 J=107ergs)

153 방출 단파복사 0 Joule 1 Joule

154 흡수 단파복사 0 Joule 1 Joule

155~159 보류

160 해수면의 편차 0 m 1 m

161 해수온도 0 ℃ 1 ℃

162 해수면온도 0 ℃ 0.01 ℃

163 해수면 온도편차 0 ℃ 0.01 ℃

164
풍파와 너울의

합성 유의파고
0 m 1 m

165 너울의 방향 0° 1°

166 너울의 유의파고 0 m 1 m

167 보류

168 풍파의 방향 0° 1° 〫
169 풍파의 유의파고 0 m 1 m

170 보류

171 해류의 방향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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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91 계속)

숫자부호 장의 변수 기준값 단 위
현상 발생 

또는 강도
비 고

172 해류 속도 0 ms-1 1 ms-1

173~174 해류 성분 0 ㎝s-1 1 ㎝s-1

175~179 보류

180 혼합층 깊이 0 ㎝ 1 ㎝

181 순간 수온약층 깊이 0 ㎝ 1 ㎝

182 주 수온약층 깊이 0 ㎝ 1 ㎝

183 주 수온약층 편차 0 ㎝ 1 ㎝

184~201 보류

202 해면경정 기압 0 hPa 1 hPa

203 기압 변화경향 0 hPa/3 h 0.1 hPa/3 h

204~211 보류

212 가온도 0 ℃ 1 ℃

213~220 보류

221 레이더 스팩트럼 방향과 주파수

222 레이더 스팩트럼 방향과 시선번호

223 레이더 스팩트럼 시선번호

224~225 보류

226 기압 편차 0 hPa 1 hPa

227 지오포텐셜 고도편차 0 gpm 1 gpm

228 파 스팩트럼 방향과 주파수

229 파 스팩트럼
방향과 

시선번호

230 파 스팩트럼 시선번호

231~237 보류

238 시그마좌표의 연직속도 0 s-1 1 s-1

239~241 보류

242 절대발산 0 s-1 1 s-1

243 보류

244 상대발산 0 s-1 1 s-1

245 연직 u 성분 시어 0 s-1 1 s-1

246 연직 v 성분 시어 0 s-1 1 s-1

247~254 보류

255 증기압 0 hPa 1 hPa

256 보류

257 증발량 0 ㎜ 1 ㎜

258~259 보류

260 뇌우 확률 0 % 1 %

261~263 보류

264 물 상당 강설률 0 ㎏ m-2 1 ㎏ 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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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91 계속)

숫자부호 장의 변수 기준값 단 위
현상 발생 

또는 강도
비고

265 물 상당 누적 강설 0 ㎏ m-2 1 ㎏ m-2

266~271 보류

272 대류 운량 0 % 1 %

273 하층 운량 0 % 1 %

274 중층 운량 0 % 1 %

275 고층 운량 0 % 1 %

276 구름물 0 ㎜ 1 ㎜

277~280 보류

281 해륙 표시 0, 1
0=바다, 

1=육지

282 보류

283 지면 거친 정도 0 m 1 m

284 알베도 0 % 1 %

285 지중온도 0 ℃ 1 ℃

286 토양수분 0 ㎜ 1 ㎜

287 식생 0 % 1 %

288~292 보류

293 해빙의 표류 방향 0° 10°

294 해빙의 표류 속도 0 ㎞/day 1 ㎞/day

295~310 보류

311 순 단파복사(지면) 0 Joule 0.1 Joule

312 순 장파복사(지면) 0 Joule 0.1 Joule

313 순 단파복사(대기상부) 0 Joule 0.1 Joule

314 순 장파복사(대기상부) 0 Joule 0.1 Joule

315 장파복사 0 Joule 0.1 Joule

316 단파복사 0 Joule 0.1 Joule

317 전지구복사 0 Joule 0.1 Joule

318~320 보류

321 잠열 유출 0 Joule 0.1 Joule

322 현열 유출 0 Joule 0.1 Joule

323 경계층 소산 0 Joule 0.1 Joule

324~326 보류

327 영상자료

328~454
전문 생산 센터가 

사용토록 보류

455~998 보류

999

완전히 고정된 양식인 999000부터 999999을 사용하기 위해 보류

예) 999001 TTddfff TTddfff TTddfff TTddfff hh  TTddfff = 400 hPa, 

300 hPa, 250 hPa, 200 hPa 고도에 대한 기온, 풍향, 풍속hh = 300 m 

단위로 나타내는 대류권계면 고도 자료군 사이의 공백은 생략

주 : a1a1a1, a2a2a2에 대한 숫자 부호 999000부터 999999까지는 변수를 

나타내지 않는다. 이 숫자 부호는 자료 내용이 주어지는 다양한 표준양식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며, 이 표준양식은 적합한 간행물에서 정의된다.

자료가 있는 경우, 

지정고도를 정하는 

모든 군의 표시는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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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 숫자 부호 000부터 327까지는 센터간 교환하는 변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한다. 센터가 생산하는 

자료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328부터 454까지의 숫자 부호는 자료를 생산하는 센터가 정의할 수 

있도록 보류해 두며 센터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2) 센터가 이 표를 완전히 재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면 nTnT=01~99의 숫자 부호는 재정의된 부호표를 

나타내야 한다. 숫자 부호 a1a1a1, a2a2a2는 재 정의된 부호표를 사용해야 한다. 

(3) 부호표 0291의 첫 부분(숫자 부호 000~099)은 임의군 2nTnTa1a2의 보고에 포함시키지 않고 사용

한다. 부호표 뒷부분(100~999)의 변수는 임의군 2nTnTa1a2의 보고에 포함시킬 때만 사용한다.

0300

B - 난류

숫자 부호

0    없음

1    약한 난류

2    보통강도의 청천난류, 가끔 발생

3    보통강도의 청천난류, 자주 발생

4    보통강도의 구름속 난류, 가끔 발생

5    보통강도의 구름속 난류, 자주 발생

6    심한 청천난류, 가끔 발생

7    심한 청천난류, 자주 발생

8    심한 구름속 난류, 가끔 발생

9    심한 구름속 난류, 자주 발생

0302

BA - 난류

숫자 부호

0   없음 (가속도 0.15 g 미만)

1   약함 (가속도 0.15 g 이상 0.5 g 미만)

2   보통 (가속도 0.5 ~ 1.0 g)

3   심함 (가속도 1.0 g 초과)

주 : 가속도는 양 또는 음이 될 수 있으며 표준 중력가속도 (1.0 g)와의 편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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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4

BT - 유출의 형태

숫자 부호

0    유출 없음 1    대기중으로의 유출

2    수중으로의 유출 3    대기와 수중으로의 유출

4    대기로의 유출이 예상됨 5    수중 유출이 예상됨

6    대기와 수중으로의 유출이 예상됨 7    자료 누락

0359

Bz - 고고도 난류

숫자 부호

0    없음 1    보통 2    심함

0366

BRBR - 마찰계수/제동효과

숫자 부호

00 마찰계수 0.00 01 마찰계수 0.01

................. 88 마찰계수 0.88

89 마찰계수 0.89 90 마찰계수 0.90

91 제동행위 불량 92 제동행위 중간/불량

93 제동행위 중간 94 제동행위 중간/양호

95 제동행위 양호 96~98 보 류

99 신뢰 없음 //
제동상태 보고 없음/활주로 운영하지 않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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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70

BtBt - 부이의 형태

숫자 부호

00 미지정 표류부이

01 표준 라그랑지안 표류체

02 표준 FGGE형 표류부이

03 해상풍 측정 FGGE형 표류부이

04 부빙

05-07 유보

08 미지정 수면아래 플로트

09-15 SOFAR(sound fixing and Ranging) : 해류측정

16 미지정 계류부이

21 ATLAS(열대지역)

22 TRITON(서태평양 수온, 유속 등 관측)

24 무지향성 웨이브라이더

25 지향성 웨이브라이더

26 수면아래 ARGO플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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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71

B1B2B3 - 2개의 자오선과 2개의 위도선으로 교차하여 형성된 지리 격자의10°×10°사각형의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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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71 계속)

주 :

(1) B1B2B3의 번호체계는 다음의 경우와 같이 지리위치를 최소의 숫자부호로 전문 형식에 나타낼 수 

있도록 만들어 전문길이를 단축 시켰다.

  (a) 각 위치에 대해서 자료가 매우 적은 경우.

  (b) 보고할 위치 수가 매우 많은 경우.

  (c) 보고할 위치가 서로 근접해 있는 경우.

(2) 각 사각형은 지구의 8분위값(Q)과 사각형 모서리의 하나, 즉, 가장 낮은 좌표(IaIo, Ia와 Io는 10˚ 

단위의 정수로서 표시)로 만들어졌다. 위치를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그 모서리 A는 사각형의 AB

면(위도가 증가하는 방향)과 AC면(경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진 기준계의 원점으로 간주

하고, 지구 각 4분위면 기준면의 지리적 위치는 그림 1의 (a), (b), (c), (d)에 있음

(3) 사각형 내에 있는 임의의 지점 P의 위치는 다음 사항들에 의해 정의한다.

  (a) 사각형 번호 B1B2B3

  (b) P와 A사이의 위도차 δIa 

  (c) P와 A사이의 경도차 δIo(δIa와 δIo는 ULaULo의 1˚ 단위 또는 ULaULo의 1˚/10 단위로 표현) (그림 1참조)

(4) δIa와 δIo는 항상 10˚보다 작으므로 사각형의 BD와 CD선상에 위치한 지점은 그 사각형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인접한 사각형들에 속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5) 앞서 말한 중요성이 있는 특별한 경우

  (a) 180˚ 자오선 

     그의 10˚ 분할선(=사각형들이 한쪽 선까지 줄어든 것)에 특별한 숫자가 지정되어 있다. 이 경우에 

P지점의 위치보고는 (i) B1B2B3 번호 (ii) δIa 만으로 제한된다.

  (b) 극점

      북극의 번호는 190, 남극의 번호는 690으로 지정된다.

(6) 산출식

    B1B2B3 = 100 Q +10 [(1a + DEC (

Io
)]

    위 식은 B1B2B3를 지구 8분위 Q의 함수 및 사각구역 모서리 A의 지리 좌표식 함수로 표현한다.(DEC 

= 1/10자리 수) (그림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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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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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9

bi - 육빙

숫자 부호

0 육빙은 없음

1 빙산이 1~5개, 빙암 또는 빙산편은 없음

2 빙산이 6~10개, 빙암 또는 빙산편은 없음

3 빙산이 11~20개, 빙암 또는 빙산편은 없음

4 빙암 및 빙산편이 10개 이하, 빙산은 없음

5 빙암 및 빙산편이 11개 이상, 빙산은 없음

6 빙산이 1~5개, 빙암 및 빙산편을 동반

7 빙산이 6~10개, 빙암 및 빙산편을 동반

8 빙산이 11~20개, 빙암 및 빙산편을 동반

9 빙산이 21개 이상, 빙암 및 빙산편을 동반, 항해에 중대한 위험을 끼침  

/ 어둠, 시정 불량 또는 해빙만이 보이기 때문에 보고할 수 없음

0491

b1b1, b2b2 -  특정면 종류

숫자 부호

00   -

01 지표면

02 구름밑면고도

03 구름윗면고도

04 0℃의 등온면

05 단열 응결고도

06 대류풍 고도

07 대류권계면

08~09 보류

10 우박 또는 뇌전이 있는 불안정층의 하한

11 우박 또는 뇌전이 있는 불안정층의 상한

12 사용하지 않음

13 열대성저기압의 상한

14 중 정도 난류층의 하한(일반적으로 구름과 관련)

15 중 정도 난류층의 상한(일반적으로 구름과 관련)

16 강한 난류층의 하한(일반적으로 구름과 관련)

17 강한 난류층의 상한(일반적으로 구름과 관련)

18 중 정도 청천난류층의 하한

19 중 정도 청천난류층의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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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b1, b2b2 -  특정면 종류

숫자 부호

19 중 정도 청천난류층의 상한

20 강한 청천난류층의 하한

21 강한 청천난류층의 상한

22 중 정도 착빙층의 하한

23 중 정도 착빙층의 상한

24 심한 착빙층의 하한

25 심한 착빙층의 상한

26 산악파가 있는 층의 하한

27 산악파가 있는 층의 상한

28 모래보라/먼지보라가 있는 층의 하한

29 모래보라/먼지보라가 있는 층의 상한

30 어는 비가 있는 층의 하한

31 어는 비가 있는 층의 상한

32~49 보류

50 지표면 반사율

51~59 보류

60 해면

61 수온약층

62~99 보류

0500

C - 운형

C - 구름층 가운데 우세한 운형

C′ - 구름밑면이 관측소 고도보다 낮은 구름의 운형

숫자 부호

0 권  운(Ci)

1 권적운(Cc)

2 권층운(Cs)

3 고적운(Ac)

4 고층운(As)

5 난층운(Ns)

6 층적운(Sc)

7 층  운(St)

8 적  운(Cu)

9 적난운(Cb)

/
AWS 또는 어둠, 안개, 먼지보라, 모래보라로 보이지 않는 구름 또는 이와 유사한 현상으

로 측정기에서 감지된 구름 이용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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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01

C  해빙 전체의 밀집정도

Ce  해빙의 3차적 형태의 밀집도

Cp  해빙의 우세한 형태의 밀집도

Cq  해빙의 4차적 형태의 밀집도

Cs  해빙의 2차적 형태의 밀집도

Cu  해빙의 5차적 형태의 밀집도

C1  해빙 발달 우세 단계의 밀집도

C2  해빙 발달 2차 단계의 밀집도

C3  해빙 발달 3차 단계의 밀집도

C4  해빙 발달 4차 단계의 밀집도

C5  해빙 발달 5차 단계의 밀집도

Re  빙맥화하고 있는 해빙의 확장 정도

숫자 부호

0 1/10 미만       (1 okta미만)

1 1/10            (1 okta)

2 2/10 ~ 3/10    (2 okta)

3 4/10            (3 okta)

4 5/10            (4 okta)

5 6/10            (5 okta)

6 7/10 ~ 8/10    (6 okta)

7 9/10            (7 okta)

8 10/10 틈이 있음 (8 okta 틈이 있음)

9 10/10 틈이 없음 (8 okta 틈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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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CH - 권운, 권적운 및 권층운

부호 기술적 내용 부호 일반적 내용

0 상층운이 없음 0 권운, 권적운 또는 권층운이 없음

1
섬유권운 때로는 낚시권운 형태로

서서히 하늘을 덮지는 않음
1

필라멘트, 좁은 띠 또는 갈고리 모양으로 

서서히 하늘을 덮지는 않음

2

헝겊 조각 또는 곡식다발 형태의 

농밀한 적운으로서 대개 발달하는 

경향은 없으며 가끔 적난운의 

윗부분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임. 

성곽의 작은 탑이나 실타래 뭉치 

모양의 권운.

2

헝겊 조각 또는 곡식다발 형태의 농밀한 

적운으로서 대개 발달하는 경향은 없으며 

가끔 적난운의 윗부분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임. 성곽의 작은 탑이나 실타래 뭉치 

모양의 권운.

3 적난운에서 발생한 농밀권운 3
농밀한 권운, 종종 모루(anvil)형태로 

적난운의 윗 부분이 남아있는 것임

4

낚시권운 또는 섬유권운이거나 양쪽 

모두 점차 하늘에 확산되며 전체가 

두터워지는 경향임

4

낚시바늘 도는 필라멘트 형태의 권운 

또는 양쪽 모두 하늘에 점차 확산되며 

전체가 농밀해지는 경향임

5

권운(종종 좁은 띠 형태)과 권층운, 

또는 권층운만 있음. 점차 하늘에 

확산되며 전체가 두터워짐. 그러나 

연속된 구름장막이 지평선 위 45°

고도까지 미치지는 않음

5

권운(종종 지평선의 한 점 또는 서로 

반대쪽의 두 점으로 모여드는 띠 모양을 

가짐)과 권층운 또는 권층운만 있음.  

두 경우 모두 점차 하늘을 덮어가며 

전반적으로 농후해지는 경향을 보이나 

연속된 구름장막이 지평선 위 45°고도

까지 미치지는 않음

6

권운(종종 좁은 띠 형태)과 권층운 

또는 권층운만 있음. 점차 하늘에 

확산되며 전체가 두터워짐. 연속된 

구름장막이 하늘 전체를 덮지는 

않으나 지평선 위 45°고도 이상으로 

높아짐

6

권운(종종 지평선의 한 점 또는 서로 

반대쪽의 두 점으로 모여드는 띠 모양을 

가짐)과 권층운 또는 권층운만 있음. 두 

경우 모두 점차 하늘을 덮어가며 농후

해지는 경향을 보임. 연속된 구름장막이 

하늘 전체를 덮지는 않으나 지평선 

위 45°고도 이상으로 높아짐

7 권층운이 하늘전체를 덮고 있음 7 권층운 장막이 둥근 하늘을 덮고 있음

8
권층운이 확산되는 경향은 없으며

하늘 전체를 덮고 있지는 않음
8

권층운이 확산되는 경향은 없으며 둥근 

하늘을 완전히 덮고 있지는 않음

9
권적운이 단독으로 있거나 CH 구름 중 

권적운이 지배적인 경우
9

권적운이 단독으로 있거나 권운 또는 

권층운이 공존하는 경우, 그러나 권적

운이 지배적인 경우

/

어둠, 안개, 높은 날린 먼지나 모래 

또는 다른 유사한 현상으로 상층운

이 보이지 않거나 하층의 연속된 

고름층으로 인하여 상층운이 보이지 

않는 경우

/

어둠, 안개, 높은 날린 먼지나 모래 또는 

다른 유사한 현상으로 권운, 권적운, 

권층운이 보이지 않고 자주 하층의 

연속된 구름층 때문에 상층운이 보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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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CL - 층적운, 층운, 적운 및 적난운

부호 기술적 내용 부호 일반적 내용

0 하층운이 없음 0 층적운, 층운, 적운 및 난층운이 없음

1
악천후가 아닌 때의 편평적운 또는 

단편적운이거나 두 구름이 같이 있음
1

악천후 시가 아닌 때의 수직으로 발달

하지 않고 평평하게 보이는 적운 또는 

조각난  적운이거나 두 구름이 같이 있음

2

중간적운 또는 웅대적운으로 편평

적운이거나 단편적운류의 구름이 

같이 있거나 없거나 모든 구름의 

구름밑면고도는 동일

2

보통 또는 강하게 수직으로 발달한 

적운으로 대개 돔(domes)이나 탑 모양의 

돌출부를 가짐. 다른 적운이나 층적운을 

동반하거나 하지 않거나 모든 구름의 

구름밑면고도는 동일

3
무모 적난운, 적운, 층적운 또는 

층운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음
3

적난운의 정상부는 최소한 부분적으로 

선명한 윤곽을 잃고 있으나 완전한 

섬유형태(권운형)나 모루형태는 아님. 

적운, 층적운 또는 층운이 같이 나타날 

수 있음

4 적운 발생형 층적운 4
적운이 확산하여 생긴 층적운, 적운이 

같이 있을 수 있음

5 적운 발생형 층적운이 아닌 층적운 5
적운이 확산하여 생긴 층적운이 아닌 

층적운

6
악천후가 아닌 때의 안개층운 또는 

단편층운이거나 두 구름이 같이 있음
6

다소 연속적인 얇은 판이나 층의 형태인 

층운이거나 누더기 조각형태의 층운, 

또는 이 두 구름이 같이 있음. 그러나 

악천후 시의 단편층운은 아님

7

악천후 시의 단편층운 또는 단편적

운이거나 이 두 구름이 같이 있음

(편난운 또는 토막구름이라 한다). 

대개는 고층운 또는 난층운 밑에 

나타남

7

악천후 시의 단편층운 또는 단편적운이

거나 이 두 구름이 같이 있음(편난운 

또는 토막구름이라 한다). 대개는 고층운 

또는 난층운 밑에 나타남

8
적운과 적운 발생형 층적운이 아닌 

층적운으로 구름밑면 고도가 다름
8

적운과 적운이 확산되어 생긴 것이 아닌 

층적운, 적운의 구름밑면고도 또는 층

적운의 고도와 다름

9

다모 적란운(종종 모루 형태를 갖는)

으로 무모 적난운, 적난운, 층적운, 

층운 또는 편난운이 같이 있거나 

없음

9

적란운으로 상부가 뚜렷한 섬유 형태이며 

종종 모루 형태임. 모루 형태나 상부의 

섬유형태가 있거나 없는 적운, 층적운, 층운 

또는 편난운이 같이 있거나 없음

/

어둠, 안개, 높은 날린 먼지나 모래 

또는 다른 유사현상으로 인하여 

하층운이 보이지 않음

/

어둠, 안개, 높은 날린 먼지나 모래 또

는 다른 유사현상으로 인하여 층적운, 

층운, 적운 및 적난운이 보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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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5

CM - 고적운, 고층운 및 난층운

부호 기술적 내용 부호 일반적 내용

0 중층운이 없음 0 고적운, 고층운 또는 난층운이 없음

1 반투명 고층운 1

대부분 반투명한 고층운 ; 젖빛 유리

(ground glass)를 통해 보는 것처럼 

고층운을 통하여 태양이나 달이 희미하게 

보일 수 있음

2 불투명의 고층운 또는 난층운 2
태양이나 달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농밀한 고층운 또는 난층운

3 단일 층의 반투명 고적운 3

반투명층이(불투명층보다) 넓은 고적운. 

구름의 여러 변화가 느리고 모두 단일

층에 있음

4

지속적으로 변하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층에서 생기는 반투명 고적

운의 구름덩어리(종종 렌즈형)

4

고적운 덩어리(종종 아몬드나 생선모양임)

로 반투명 부분이 더 넓음. 하나 또는 

그 이상 다수의 층에서 발생하며 연속

적으로 변하는 것이 눈에 보임

5

띠 모양의 반투명 고적운 또는 하나 

혹은 그 이상 여러 층의 반투명이나 

불투명의 고적운으로 서서히 하늘을 

덮어가는 경향임. 구름전체가 전반

적으로 두터워짐

5

띠 모양의 반투명 고적운 또는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다소 연속적인 구름층(반투명 

또는 불투명)으로 서서히 하늘을 덮어

가는 경향임. 고적운 전체가 전반적으로 

두터워짐

6
적운(또는 적난운)에서 확산되어 

형성된 고적운
6

적운(또는 적난운)이 확산되어 형성된 

고적운

7

두 개층 이상의 반투명 또는 불투명 

고적운이거나 단일층의 불투명 고

적운으로 점차 하늘을 덮어가는 경

향이 없는 경우 또는 고층운이나 

난층운이 함께 있는 고적운

7

두 개층 이상의 고적운으로 구름부분에 

따라 대개 불투명하며 점차 하늘을 

덮어가는 경향은 없음. 또는 고적운의 

불투명한 층이 점차 하늘을 덮어가는 

경향은 없음 ; 또는 고층운이나 난층운이 

함께 있는 고적운

8 탑상 고적운 또는 수술고적운 8

작은 탑이나 흉벽 형태로 솟아나 있는 

고적운 또는 적운형 실타래 모양을 갖는 

고적운

9
일반적으로 여러 층을 이룬 혼돈된 

하늘의 고적운
9 (기술적 내용과 동일)

/

어둠, 안개, 높은 날린 먼지나 모래 

또는 다른 유사한 현상으로 중층운이 

보이지 않거나 하층의 연속된 구름

층으로 인하여 중층운이 보이지 

않는 경우

/

어둠, 안개, 높은 날린 먼지나 모래 또는 

다른 유사한 현상으로 고적운, 고층운 및 

난층운이 보이지 않거나 아주 자주 

하층의 연속된 구름층으로 인하여 중층

운이 보이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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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CR - 활주로 오염 정도

숫자 부호

1 활주로 오염 10% 미만

2 활주로 오염 11~25% 

3~4 보류

5 활주로 오염 26~50% 

6~8 보류

9 활주로 오염 51~100% 

/ 보고하지 않음(활주로 청소 중)

0521

CS - 특수한 구름

숫자 부호

1 진주모운

2 야광운

3 강수시 처지면서 생기는 구름

4 화재에 의한 구름

5 화산분화에 의한 구름

주 : 구름 종류는 International Cloud Atlas, Vol.Ⅰ(Manual on the observation of clouds and 

other meteors), Part Ⅱ, Chapter 6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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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1

Ca - 연직으로 발달한 구름의 특징

숫자 부호

0 고립된
 평적운 또는 다소 발달한 적운

1 많  은

2 고립된
 웅대적운

3 많  은

4 고립된
 적난운

5 많  은

6 고립된
 적운 및 적난운

7 많  은

0533

Cc - 열대 요란에 동반되는 구름의 색깔 또는 수렴

숫자 부호

1 일출시 구름의 엷은 색깔

2 일출시 구름의 진한 적색

3 일몰시 구름의 엷은 색깔

4 일몰의 구름의 진한 적색

5 45˚ 보다 아래쪽에 Cн 구름이 수렴하고 있음
발생 또는 증가 중

6 45˚ 보다 위쪽에 Cн 구름이 수렴하고 있음

7 45˚ 보다 아래쪽에 Cн 구름이 수렴하고 있음
소산 또는 쇠약 중

8 45˚ 보다 위쪽에 Cн 구름이 수렴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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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44

Cm - 주요 구름의 형태

숫자 부호

0 낮은 층운 또는 안개

1 층운형

2 층적운형 - 닫힌 세포

3 권운형

4 적운형과 층운형

5 적운형

6 열린 세포 - 적난운을 동반하지 않음

7 열린 세포 - 적운과 적난운

8 적난운(다른 유형의 구름을 동반할 수 있음)

9 여러 층으로 된 구름

/ 결정할 수 없음

0551

Cs - 구름의 형태(시스템)

숫자 부호

1 뇌전형

2 저기압형 

3 강한 저기압형

4 눈을 동반한 저기압

5 온난역을 가진 저기압

6 안개를 짙게 동반한 저기압

7 고적운

8 옆으로 넓게 퍼진 고적운

9 안개를 짙게 동반한 고적운



부호표 

- 237 -

0 기사 없음

2 신뢰를 동반

5 불확실한

8 매우 의심스러운

0552

Ct - 구름밑면이 관측소 고도보다 낮은 구름의 윗면 상태

숫자 부호

0 고립된 구름 또는 구름의 단편

1 연속되어 있는 구름

구름윗면이 평탄함2 적은 틈새가 있는 구름

3 큰 틈새가 있는 구름

4 연속되어 있는 구름

구름윗면이 액상으로 되어 있음5 적은 틈새가 있는 구름

6 큰 틈새가 있는 구름

7 연속층이거나 거의 연속되어 있는 파상층으로 구름윗면에 탑상을 동반하고 있음

8 구름윗면에 탑상운을 동반하고 있는 파상층의 군

9 고도가 다른 둘 이상의 구름층

0561

C0 - 지형성 구름

숫자 부호

1 고립된 지형성 구름, 삿갓구름, 모루구름, 발생 중

2 고립된 지형성 구름, 삿갓구름, 모루구름, 변화 없음

3 고립된 지형성 구름, 삿갓구름, 모루구름, 쇠약 중

4 푄에 동반되는 지형성의 불규칙한 제방 모양의 구름, 발생 중

5 푄에 동반되는 지형성의 불규칙한 제방 모양의 구름, 변화 없음

6 푄에 동반되는 지형성의 불규칙한 제방 모양의 구름, 쇠약 중

7 푄에 동반되는 지형성 구름의 조밀한 층, 발생 중

8 푄에 동반되는 지형성 구름의 조밀한 층, 변화 없음

9 푄에 동반되는 지형성 구름의 조밀한 층, 쇠약 중

0562

C1 - 신뢰도

숫자 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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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9

ci - 해빙의 밀집 정도 또는 배열

숫자 부호

0 시계 내에 해빙이 없음

1
선박은 폭이 1해리 이상 넓은 개방수로 내에 있거나 빙역경계를 확인할 수 없는 정착빙 

내에 있음

2
해빙의 밀집도는 3/10(3/8) 미만 : 개방수면 또는 매우 

넓게 분리된 빙역의 유빙

해빙의 밀집

도가 관측해

역에서 균일

한 상태임

선박이 해빙

또는 빙단에

서 0.5 해리 

이내에 있음

3
해빙의 밀집도는 4/10~6/10

(3/8~6/8 미만) : 소빙역의 유빙

4
해빙의 밀집도는 7/10~8/10

(6/8~7/8 미만) : 밀빙역의 유빙

5

해빙의 밀집도는 9/10이상

10/10미만 (7/8 이상 8/8 미만) : 매우 밀집된 빙역

의 유빙 

6
적은 빙대의 유빙원이 있고, 

사이에 개방수면을 동반함

해빙의 밀집

도가 관측해

역에서

균일하지 않

은

상태임

7
적은 빙대와 밀접 또는 매우 밀접된 빙역의 유빙원이 

있고, 사이에 보다 적은 밀집도의 빙역을 동반함

8
정착빙이 있고, 빙역 경계의 바다편(측)으로 개방수

면과 분리된 빙역의 유빙이 있음

9
정착빙이 있고, 빙역 경계의 바다편(측)으로 밀집 또

는 매우 밀집된 빙역의 유빙이 있음

/ 어둠, 시정 불량 또는 선박이 해빙 또는 빙단에서 0.5해리 이상 떨어져 있어서 보고하지 못함

0659

cT - 열역학적 보정법

cw - 바람 보정법

숫자 부호

0 보정 않음 1 미국 표준 보정법

2 영국 표준 보정법 3 일본 표준 보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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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0

한 자리 숫자 부호의 진방위

D - 지상풍 풍향

D - 해빙이 과거 12시간 동안에 흘러간 방향

DH  - 고층운(CH)이 이동해 오는 방향

DK  - 너울이 이동해 오는 방향

DL - 하층운(CL)이 이동해 오는 방향

DM - 중층운(CM)이 이동해 오는 방향

Da - 지형성 구름 또는 연직으로 발달한 구름이 있는 방향

   - 지정된 현상을 관측한 방향 또는 같은 군에서 기술한 현상을 보고한 방향

De - 에코 패턴의 이동방향

Dp - 지정된 현상이 이동해 오는 방향

Ds - 선박이 관측 전 3시간 동안 이동해 온 합성 변위 방향

D1 - 관측소에서 해당 지점의 방향

숫자 부호  숫자 부호

0
정온(D, Dk) 정박(Ds), 관측소 지점(Da, D1), 구름이 정지해 있거나 없음 (DH, DL, DM) 

1 북동 2 동

3 남동 4 남

5 남서 6 서

7 북서 8 북

9
모든 방향(Da, D1), 혼란방향(Dk), 변화 많음(Dwind), 불명(Ds), 불명 또는 구름이 보이지 

않음(DH, DL, DM).

/
연안관측소로부터의 보고 또는 보고하지 않은 선박의 이동

(Ds에 한함, 규정-12.3.1.2항(b)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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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39

Di - 중요한 빙단의 방위

숫자 부호

0 선박은 해안수로 또는 분리대 수로 내에 있음

1 중요 빙단이 북동쪽에 있음

2 중요 빙단이 동쪽에 있음

3 중요 빙단이 남동쪽에 있음

4 중요 빙단이 남쪽에 있음

5 중요 빙단이 남서쪽에 있음

6 중요 빙단이 서쪽에 있음

7 중요 빙단이 북서쪽에 있음

8 중요 빙단이 북쪽에 있음

9 결정할 수 없음(선박이 해빙가운데 있음)

/ 어둠, 시정 불량 또는 육빙만이 보이기 때문에 보고할 수 없음

0755

Dw - Wt로 주어진 수면의 트인 방향

숫자 부호

0 확실하지 않음

1 주축의 방향 북동 - 남서

2 주축의 방향 동 - 서

3 주축의 방향 남동 - 북서

4 주축의 방향 북 - 남

5 해안선과 평행인 동쪽으로

6 해안선과 평행인 남쪽으로

7 해안선과 평행인 서쪽으로

8 해안선과 평행인 북쪽으로

/ 결정할 수 없거나 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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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77

두 자리 숫자 부호의 이슬점온도차

DtDt 대류권계면의 기온과 이슬점온도의 차

D0D0 
D1D1 
......
DnDn 

관측소 고도에서 시작, 표준등압면 또는 특이고도의 기온과 이슬점온도의 

차

숫자 부호 ℃ 숫자 부호 ℃ 숫자 부호 ℃ 숫자 부호 ℃

00 0.0 25 2.5 50 5 75 25

01 0.1 26 2.6 51

사

용

치

않

음

76 26

02 0.2 27 2.7 52 77 27

03 0.3 28 2.8 53 78 28

04 0.4 29 2.9 54 79 29

05 0.5 30 3.0 55 80 30

06 0.6 31 3.1 56 6 81 31

07 0.7 32 3.2 57 7 82 32

08 0.8 33 3.3 58 8 83 33

19 0.9 34 3.4 59 9 84 34

10 1.0 35 3.5 60 10 85 35

11 1.1 36 3.6 61 11 86 36

12 1.2 37 3.7 62 12 87 37

13 1.3 38 3.8 63 13 88 38

14 1.4 39 3.9 64 14 89 39

15 1.5 40 4.0 65 15 90 40

16 1.6 41 4.1 66 16 91 41

17 1.7 42 4.2 67 17 92 42

18 1.8 43 4.3 68 18 93 43

19 1.9 44 4.4 69 19 94 44

20 2.0 45 4.5 70 20 95 45

21 2.1 46 4.6 71 21 96 46

22 2.2 47 4.7 72 22 97 47

23 2.3 48 4.8 73 23 98 48

24 2.4 49 4.9 74 24 99 49

// 습도자료 입수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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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2

dT - 기온의 변화량, 변화의 상승⦁하강은 s에 의해 표시

숫자 부호  숫자 부호

0 △T＝10℃ 5 △T＝5℃

1 △T＝11℃ 6 △T＝6℃

2 △T＝12℃ 7 △T＝7℃

3 △T＝13℃ 8 △T＝8℃

4 △T＝14℃이상 9 △T＝9℃

0833

dc - RRR로서 보고하는 강수의 계속시간 및 특성

숫자 부호

0 1 시간 미만

W1W2의 적용시간에 1회만 있었던 강수시간

1 1~3시간

2 3~6시간

3 6시간 초과

4 1 시간 미만

W1W2의 적용시간에 2회 이상 있었던 강수시간

5 1~3시간

6 3~6시간

7 6시간 초과

9 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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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77

두 자리 수 방향

dd 바람이 불어오는(또는 예상되는) 방향, 10° 단위

dd 격자점에서 예상되는 풍향, 10° 단위

dd 구름의 이동으로부터 산출한 풍향, 10° 단위

dhdh 고도 hxhxhx의 예상되는 풍향, 10° 단위

djdj 제트류 바람의 풍향(또는 예상되는 풍향), 10° 단위

dmdm 비행고도 nmnmnm의 예상되는 최대바람의 풍향, 10° 단위

dmdm 고도 h′mh′m의 예상되는 최대바람의 풍향, 10° 단위

dsds 기압계 또는 전선이 이동해가는 방향, 10° 단위

dsds 열대저기압 또는 구름계가 이동해가는 방향, 10° 단위

dwdw 파랑이 밀려오는 방향, 10° 단위

dw1dw1

dw2dw2
너울이 밀려오는 방향, 10° 단위

dodo 해면의 해류가 이동해 가는 방향, 10° 단위

dodo

d1d1

.....
dndn

해면 및 임의 수심면 또는 유의 수심면에서 해류가 이동해가는 방향, 10° 단위

d1d1

d2d2

.....
dndn

지정고도의 풍향, 10° 단위

숫자 부호   숫자 부호 

00 정온 19 185° ~ 194°

01 5° ~ 14° 20 195° ~ 204°

02 15° ~ 24° 21 205° ~ 214°

03 25° ~ 34° 22 215° ~ 224°

04 35° ~ 44° 23 225° ~ 234°

05 45° ~ 54° 24 235° ~ 244°

06 55° ~ 64° 25 245° ~ 254°

07 65° ~ 74° 26 255° ~ 264°

08 75° ~ 84° 27 265° ~ 274°

09 85° ~ 94° 28 275° ~ 284°

10 95° ~ 104° 29 285° ~ 294°

11 105° ~ 114° 30 295° ~ 304°

12 115° ~ 124° 31 305° ~ 314°

13 125° ~ 134° 32 315° ~ 324°

14 135° ~ 144° 33 325° ~ 334°

15 145° ~ 154° 34 335° ~ 344°

16 155° ~ 164° 35 345° ~ 354°

17 165° ~ 174° 36 355° ~ 4°

18 175° ~ 184° 99

가변 또는 모든 방향, dsds에서 

불명, 파랑의 혼잡상태 또는 

결정할 수 없는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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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78

dd - 북극점에서 1° 이내에 있는 관측소의 풍향(또는 예상 풍향)

숫자 부호 숫자 부호

00 정온 19 175°E ~ 165°E

01 5°W ~ 15°W 20 165°E ~ 155°E

02 15°W ~ 25°W 21 155°E ~ 145°E

03 25°W ~ 35°W 22 145°E ~ 135°E

04 35°W ~ 45°W 23 135°E ~ 125°E

05 45°W ~ 55°W 24 125°E ~ 115°E

06 55°W ~ 65°W 25 115°E ~ 105°E

07 65°W ~ 75°W 26 105°E ~ 95°E

08 75°W ~ 85°W 27 95°E ~ 85°E

09 85°W ~ 95°W 28 85°E ~ 75°E

10 95°W ~ 105°W 29 75°E ~ 65°E

11 95°W ~ 105°W 30 65°E ~ 55°E

12 95°W ~ 105°W 31 55°E ~ 45°E

13 105°W ~ 115°W 32 45°E ~ 35°E

14 125°W ~ 135°W 33 35°E ~ 25°E

15 135°W ~ 145°W 34 25°E ~ 15°E

16 145°W ~ 155°W 35 15°E ~ 5°E

17 165°W ~ 175°W 36 5°E ~ 5°W

18 175°W ~ 175°E

0880

da1da1 - 지정된 대역의 파랑이 오는 평균 방향, 진북 기준 4° 단위

da2da2 - 지정된 대역의 파랑이 오는 주요 방향, 진북 기준 4° 단위

dddd - 우세파가 오는 방향, 4° 단위

d1d1

d2d2

․ ․ ․ ․ 
dndn

- 파랑이 밀려오는 방향, 4° 단위

 

 숫자 부호

00 358° 이상 2° 미만

01 2° 이상 6° 미만

02 6° 이상 10° 미만

ː

89 354° 이상 358° 미만

90~98 사용하지 않음

99 최대값에 대한 그 대역의 스펙트럼 밀도 비율이 0.005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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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1

E - 눈 또는 측정 가능한 얼음이 없는 지면상태

숫자 부호 

1 지표면이 건조(지면에 갈라짐이 없으며, 먼지 또는 모래먼지는 일어나지 않음)

2 지표면이 습윤함

3 지표면이 물이 고여 있음(지표면에 크고 작은 물웅덩이가 생김)

4 지표면에 유수가 있음

5 지표면이 얼어있음

6 지표면이 빙막으로 덮혀 있음

7 지표면이 건조된 먼지 또는 모래로 덮혀 있으나 완전히 덮혀 있지는 않음

8 지표면이 건조된 먼지 또는 모래로 얇게 완전히 덮혀 있음

9 지표면이 대단히 건조하여 균열이 있음

주 : 

(1) 숫자 부호 0~2와 4는 대표적인 나지에 적용되고, 3 또는 5~9는 광범위한 지역에 적용한다.

(2) 어떤 경우라도 큰 숫자 부호를 보고한다.

0919

ER - 활주로 퇴적물

숫자 부호

0 깨끗하고 말라있음

1 축축함

2 젖어 있고 물 고인 곳이 있음

3 무빙과 서리로 덮여 있음(두께 1 mm 미만).

4 건성 눈이 있음

5 습성 눈이 있음

6 진눈깨비가 있음

7 얼음이 있음

8 다져진 혹은 눌린 눈이 있음

9 얼어 있는 바퀴자국 또는 이랑

/ 침전물 상태 보고 없음(예 : 활주로 청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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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3

Eс - 유출 특성

숫자 부호

0 유출 없음

1 유출이 멈춤

2 유출

3 유출이 계속됨

4~6 보류

7 자료누락

0935

Ee - 시간에 따른 유출 상황

숫자 부호

0 유출 멈춤 1 유출 진행 중

2 6시간 이내에 유출량 증가가 예상됨

3 6시간 이내에 유출량 지속이 예상됨

4 6시간 이내에 유출량 감소가 예상됨

5~6 보류 7 자료 누락

0938

Eh - 적난운의 구름밑면 또는 다른 현상의 정상부에 대한 수평선의 고도각

숫자 부호

1 수평선상 대단히 낮음

3 수평선상 30° 미만

7 수평선상 30°를 초과

0943

Es - 현재 또는 예상되는 유출 상태

숫자 부호

0 기체 상태 1 미립자 상태

2 기체와 미립자의 혼합 3 자료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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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64

E3 - 얼음층 아래 질퍽눈 상태

숫자 부호  

0 살얼음 없음

1 강이나 호수, 저수지의 약 1/3 깊이까지 살얼음

2 강이나 호수, 저수지의 1/3~2/3 깊이까지 살얼음

3 강이나 호수, 저수지의 2/3 이상 살얼음

0975

E′ - 눈 또는 측정 가능한 얼음으로 덮인 지면상태

숫자 부호

0 지표면이 얼음으로 거의 덮혀 있음

1 지표면의 1/2미만이 다져진 눈 또는 습성눈(얼음의 유무에 관계없이)으로 덮혀 있음

2
지표면의 1/2이상이 다져진 눈 또는 습성눈(얼음의 유무에 관계없이)으로 덮혀 있으나 

완전히 덮힌 상태는 아님

3 지표면은 다져진 눈 또는 습성눈으로 균일하게 완전히 덮힌 상태

4 지표면은 다져진 눈 또는 습성눈으로 불균일하게 완전히 덮힌 상태

5 지표면의 1/2미만이 푸석푸석한 건성눈으로 덮힌 상태

6 지표면의 1/2이상의 푸석푸석한 건성눈으로 덮힌 상태(완전히 덮힌 상태는 아님.)

7 지표면이 푸석푸석한 눈으로 균일하게 완전히 덮힌 상태

8 지표면이 푸석푸석한 눈으로 불균일하게 완전히 덮힌 상태

9 지표면이 눈으로 두텁게 완전히 덮힌 상태

 

주 :

 (1) E′ 전문부호에 대한 정의는 광범위한 지역을 적용한다.

 (2) 어떤 경우에도 큰 숫자 부호를 보고한다.

 (3) 위 부호표에서 얼음이 기준이 될 때는 언제나 눈 이외의 강수를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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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77

E1E1
하천, 호수 또는 저수지의 얼음 상태

E2E2

숫자 부호   

   처음 두 자리(00~09)는 얼음 이동에 앞서 하천, 호수 또는 저수지의 상태를 표시

00 수면에 얼음이 없음

01 둑(제방)을 따라 얼음이 있음

02 빙정이 있음

03 살얼음이 있음

04 하천, 호수 또는 저수지 부근에 지류의 부빙이 있음

두 번째 두 자리(10~19)는 살얼음이 하천, 호수 또는 저수지 수면으로 퍼짐을 나타냄

10 수면의 약 1/3(30%까지)에 살얼음이 떠있음

11 수면의 약 반 정도(40%~60%)에 살얼음이 떠있음

12 수면의 약 반 이상(70%~100)에 살얼음이 떠있음

세 번째 두 자리(20~29)는 얼음이 이동될 때 하천, 호수 또는 저수지의 상태를 나타냄

20 부빙이 수면을 10% 덮고 있음

21 부빙이 수면을 20% 덮고 있음

22 부빙이 수면을 30% 덮고 있음

23 부빙이 수면을 40% 덮고 있음

24 부빙이 수면을 50% 덮고 있음

25 부빙이 수면을 60% 덮고 있음

26 부빙이 수면을 70% 덮고 있음

27 부빙이 수면을 80% 덮고 있음

28 부빙이 수면을 90% 덮고 있음

29 부빙이 수면을 100% 덮고 있음

네 번째 두 자리(30~39)는 하천, 호수 또는 저수지의 동결을 나타냄

30 관측지점은 동결, 상류는 아님

31 관측지점은 동결, 하류는 아님

32 관측지점의 수면은 동결 아님, 상류는 동결

33 관측지점의 수면은 동결 아님, 하류는 동결

34 관측지점 근처에 부빙, 하류수면 동결

수면이 균열있는 동결35

36 수면이 완전 동결

37 수면이 동결 적빙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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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77 계속)

숫자 부호

다섯 번째 두 자리(40~49)는 얼음이 부서질 때 하천, 호수 또는 저수지의 상태를 나타냄

40 둑을 따라 얼음이 녹음

41 얼음 위에 물이 조금 있음

42 물이 스며든 얼음이 있음

43 빙판에 구멍이 생김

44 얼음이 이동하고 있음

45 깨진 틈으로 물이 들어옴

46 깨짐(전체수면에 얼음이 이동하는 첫날)

47 인공적으로 깨진 얼음

  
  여섯 번째 두 자리(50~59)는 하천, 호수 또는 저수지의 얼음이 꽉찬 상태를 나타냄

50 관측지점에 얼음이 옆으로 쌓임

51 관측지점 아래에 얼음이 옆으로 쌓임

52 관측지점 위에 얼음이 옆으로 쌓임

53 얼음 옆으로 쌓임의 크기와 위치가 변하지 않음

54 같은 지점에 얼음 옆으로 쌓임이 고체상태로 동결

55 얼음 옆으로 쌓임이 고체화되고 상류로 전파

56 얼음 옆으로 쌓임이 고체화되고 하류로 이동

57 얼음 옆으로 쌓임이 악화됨

58 얼음 옆으로 쌓임이 폭발물 혹은 다른 수단에 의해 부서짐

59 얼음 옆으로 쌓임이 부서짐

일곱 번째 두 자리(60~69)는 얼음이 연속해 있지 않을 때 강 하구의 상태를 나타냄

60 얼음의 갈라짐

61 둑에 얼음이 쌓임

62 둑으로 얼음이 운반됨

63 둑에 100 m 이내의 두께로 얼음띠

64 둑에 100~500 m 두께로 얼음띠

65 둑에 500 m 이상의 두께로 얼음띠

여덟 번째 두 자리 숫자(70~79)는 얼음이 연속해 있을 때의 강하구의 상태를 나타냄

70 흐름을 가로지르는 얼음의 갈라짐

71 흐름을 따른 얼음의 갈라짐

72 평평한 얼음

73 얼음이 쌓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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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eC - C로 보고한 구름윗면의 고도각

e′ - 수평선상 현상의 정상부에 대한 고도각

숫자 부호         숫자 부호

0 구름윗면이 보이지 않음 5 약 12°

1 45° 또는 그 이상 6 약 9°

2 약 30° 7 약 7°

3 약 20° 8 약 6°

4 약 15° 9 5° 미만

주 : 고도각은 다음과 같이 개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눈에서 30 ㎝ 거리에 엄지와 집게 손가락을 펴면 그 양끝이 눈과 이루는 각이 약 30° 가 

되며, 집게 손가락 전체의 길이는 약 15°, 집게 손가락 윗부분(끝쪽 두마디)의 길이는 약 9°가 

된다. 손가락 두 개의 폭은 약 6°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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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2

e1- 등치선의 형태 및 등치선 값, uuu의 단위

숫자 부호

0 상대 또는 절대 등고선도, 또는 고도 등변화선 : 10 gpm 단위(1000 단위는 생략)

1 이슬점 : 1℃ 단위 (-값은 500을 추가)

2 등온선 : 1℃ 단위 (-값은 500을 추가)

3 온  위 : 1 K 단위

4 등압선 또는 기압 등변화시 : 1 hPa 단위(1000 단위는 생략)

5 혼합비 : 0.1 g/㎏ 단위

6 포화기압 : 1 hPa 단위(1000 단위는 생략)

7 상대습도 : % 단위

8 풍  속 : kt 단위

9 유  선 : uuu는 판정수치를 사용

주 : 대류권계면 분석에서 숫자 부호 0의 uuu는 100gpm 단위로 보고한다.

1063

e2 - 등치선의 형태 및 등치선 값, uu의 단위

숫자 부호

0 풍랑의 높이, m 단위 

1 너울의 높이, m 단위

2 파고(파의 형은 결정되지 않음), m 단위

3 파  향, 10° 단위

4 파주기, 초 단위

9 해수온도, 1℃ 단위

1079

eReR - 퇴적물 두께

숫자 부호

00 1 mm 미만 01 1 mm

02 2 mm 03 3 mm

ː ....... 89 89 mm

90 90 mm 91 보류

92 10 cm 93 15 cm

94 20 cm 95 25 cm

96 30 cm 97 35 cm

98 40 cm 이상

99
활주로 또는 눈, 진눈깨비, 얼음, 대규모 눈날림으로 인해 폐쇄된 활주로  또는 정리 

중인 활주로의 퇴적물 두께가 보고되지 않음

// 퇴적물 두께가 운항상 중요하지 않거나 측정할 수 없을 때



부호표 

- 252 -

1085

eTeT - 기온 측정 장비의 종류

숫자 부호

00  기온 측정 장비 없음

01~49  존데

01  Arcasonde, 시험용

02  Arcasonde 1A, 박막 수감부, 10 mil (Bt)

03  WOX1A 및 WOX4A, 시험용

04  WOX1A, 10 mil (Bt)

05  WOX4A, 10 mil (Bt)

06  Walmet, 루프형 박막 수감부, 10 mil (Bt)

07  Sta, 시험용 (Bt)

08  Sta, 박막 수감부, 10 mil (Bt)

09  Data sonde, 시험용 (Bt)

10  Data sonde, 루프형 박막 수감부, 10 mil (Bt)

11  Pulsed sonde, 시험용

12~19  지정 안됨

20  MK-1, MK-2, 시험용 (Rw)

21  MK-1 (Rw)

22  MK-2 (Rw)

23~29  지정 안됨

30  Echo sonde, ES 64-B, 시험용 (Rw)

31  Echo sonde, ES 64-B (Rw)

32  Echo sonde, ES 89P

33~34  지정 안됨

숫자 부호

35  DMN 존데, 가는 선 수감부

36  DMN 존데, 평평한 판 수감부

37~44  지정 안됨

45  MK-11, 나선형 코일 수감부, 13 ㎛ (영국 로켓 존데)

46~49  지정 안됨

50~54 낙하구 형태

50  낙하구형, 시험용

51  낙하구형, 팽창용

52~54  지정 안됨

55~59  발음탄법

55  발음탄, 시험용

56  발음탄

57~59  지정 안됨

60~64  밀도계

60  밀도계, 시험용

61~64  지정 안됨

65~69  기압계

65  기압계, 시험용

66~69  지정 안됨

70~79  원격측정

70  원격측정, 시험용

71~79  지정 안됨

주 : 시험용 장비의 사양을 보고하는 경우는 장비의 실험적 특성을 설명하는데 평문의 기사를 전문의 마지막에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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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5

ewew - 바람측정장비 형태

숫자 부호

00 바람측정장비 없음

01~09 채프

01 채프, 시험용

02 채프, 금속피 

03~09 지정 안됨

10~29 낙하산

10 낙하산, 시험용

11 낙하산, 직경 0.5~3.5 m

12 낙하산, 직경 3.6~5.5 m

13 낙하산, 직경 5.6 m 이상

14 그물 감속 낙하산, 시험용

15~29 지정 안됨

30~49 Starute

30 Starute, 시험용

31 Starute, 직경 0.5~3.5 m

32 Starute, 직경 3.6~5.5 m

33 Starute, 직경 5.6 m 이상 

34~49 지정 안됨

50~54 낙하구 형태 

50 낙하구, 시험용

51 낙하구, 팽창용

52~54 지정 안됨

숫자 부호

55~59 발음탄

55 발음탄, 시험용

56~59 지정 안됨

60~64 화학적 구름 흔적

60 화학적 구름 흔적, 시험용

61~64 지정 안됨

65~69 유성 흔적

65 유성 흔적, 시험용

66~69 지정 안됨

70~79 원격측정

70 원격측정, 시험용

71~79 지정 안됨

80~99 지정 안됨

주 : 시험용 장비의 사양을 보고하는 경우는 장비의 실험적 특성을 설명하는데 평문의 기사를 전문의  마지막에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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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

FH - 4개 숫자로 된 예보의 형태 및 사용된 날짜, 시간군의 수

숫자 부호 예보의 형태               날짜-시간 또는 기간을 표시

하기 위해 사용된 군의 수

1 최대 수위 또는 최대유량의 예보 2

2 최소 수위 또는 최소유량의 예보 2

3 일 최대 유량 또는 일 최대 평균 수위의 예보 2

4 일 최소 유량 또는 일 최소 평균 수위의 예보 2

5 일 평균 수위 또는 유량의 예보 2

6 최대 수위 또는 유량의 예보(홍수 수위 이상) 2

7 평균 수위 또는 유량의 예보 2

8 수위 또는 유량의 예보 1

9 특별 수위 또는 유량의 예보(홍수 수위 이상) 1

주 : 숫자 부호 6과 9의 각 관측소의 홍수수위는 지역협의회에서, 그 밖에는 국가별로 결정한다. 

1133

Fc  -  전선 특성

숫자 부호

0 기사 없음 1 전선활동역이 감소하고 있음

2 전선활동역이 거의 변화하지 않음 3 전선활동역이 확장되고 있음

4 열대전선 5 발생 또는 존재가 의심스러움

6 준 정체전선 7 파동을 동반

8 흩어짐 9 의심스러움

주 : 열대전선은 전문 형식의 열대 부분을 사용하여 나타낸다.

1135

Fe  -  세 번째로 많은 해빙의 형태

Fp -  가장 많은 해빙의 형태

Fq -  네 번째로 많은 해빙의 형태

Fs -  두 번째로 많은 해빙의 형태

Fu -  다섯 번째로 많은 해빙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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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부호

0 해빙없음 1 육빙

2 팬 케이크형 해빙

3 조각 해빙), 작은 해빙 덩어리, 해빙 덩어리 

4 작은 부빙(20~100 m)

5 보통의 부빙 (100~500 m)

6 큰 부빙(500~2,000 m)

7 대단히 큰 부빙(2~10 ㎞) 8 거대한 부빙(10 ㎞ 이상)

9 정착 해빙 / 결정할 수 없거나 불명

1139

Fi - 전선 강도

숫자 부호

0 기사 없음

1 약, 약해지고 있음(전선 소멸을 포함)

2 약, 거의 또는 전혀 변화 없음

3 약, 강해지고 있음(전선 발생을 포함)

4 보통, 약해지고 있음

5 보통, 거의 또는 전혀 변화 없음

6 보통, 강해지고 있음

7 강, 약해지고 있음

8 강, 거의 또는 전혀 변화 없음

9 강, 강해지고 있음

1144

Fm - 해상의 예상풍력

숫자 부호 보퍼트 풍력계급         숫자 부호        보퍼트 풍력계급 

0 0~3 5 8

1 4 6 9

2 5 7 10

3 6 8 11

4 7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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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2

Ft - 전선 종류

숫자 부호                              숫자 부호

0 지상 준정체전선 5 고층 한랭전선

1 고층 준정체전선 6 폐색전선

2 지상 온난전선 7 불안정전선

3 고층 온난전선 8 열대전선

4 지상 한랭전선 9 수렴전선

주 : 열대전선은 전문 형식의 열대 절을 사용하여 나타낸다

1162

F1, F2, 등 - 점 강도

숫자 부호

1 점모양

약함2 점 및 단상모양    

3 단선모양

4 점모양

보통5 점 및 단선모양

6 단선모양

7 점모양 

강함8 점 및 단선모양                      

9 단선모양 

1200

f - 구름의 이동으로부터 산출한 풍속

숫자 부호                             숫자 부호

0 0~9 m/s 6 60~69 m/s

1 10~19 m/s 7 70~79 m/s

2 20~29 m/s 8 80~89 m/s

3 30~39 m/s 9 90 m/s 이상

4 40~49 m/s / 결정할 수 없음

5 50~59 m/s



부호표 

- 257 -

1236

fe - 에코 패턴의 이동속도

숫자 부호

0 0~9 ㎞/h 1 10~19 ㎞/h

2 20~29 ㎞/h 3 30~39 ㎞/h

4 40~49 ㎞/h 5 50~59 ㎞/h

6 60~69 ㎞/h 7 70~79 ㎞/h

8 80~89 ㎞/h 9 90 ㎞/h 이상

/ 결정할 수 없음

1300

G - 예보의 적용기간

숫자 부호

0 예보기간의 시작 시각에 예보구역의 종관 기상상태

1 3시간 동안 예보유효

2 6시간 동안 예보유효

3 9시간 동안 예보유효

4 12시간 동안 예보유효

5 18시간 동안 예보유효

6 24시간 동안 예보유효

7 48시간 동안 예보유효

8 72시간 동안 예보유효

9 가끔

1400

g - 지오포텐셜, 기온, 습도의 평균값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한 관측시간

숫자 부호

1 0000 UTC

2 1200 UTC

3 0000 및 1200 UTC 

4 0600 UTC 

5 1800 UTC

6 0600 및 1800 UTC 

7 0000, 1200 및 0600이거나 1800 UTC

8 0600, 1800 및 0000이거나 1200 UTC

9 0000, 0600, 1200 및 1800 UTC

/ 다른 시각

  주 : 관측시간은 보고되는 시각에서 1시간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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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7

grgr - 격자체계 및 지리적 지원

(G : 지리 좌표, C : 직교좌표)

숫자 부호
격자의 

형

투영법
다음에 의하여 정의되는 원점

(또는 기준점)

유형
실제 축척 

위도

극의 

직교좌표

원점(또는 기준점)의 

지리적 좌표

01 G - - - X

02

03

C

C

극 평사도법

극 평사도법

60°

60°

X

-

-

X

04

05

C

C

람버트 원추도법

람버트 원추도법

30°~60°

30°~60°

X

-

-

X

06

07

C

C

람버트 원추도법

람버트 원추도법

10°~40°

10°~40°

X

-

-

X

08 C 메카트로 도법 22.5° - X

99 WMO No.9 Vol. B에 상세하게 기술(센터 F1F2 아래의 NNN 참조)

1535

He - 에코마루의 고도

숫자 부호                             숫자 부호

0  0~ 2 ㎞ 미만 6 12~14 ㎞ 미만

1  2~ 4 ㎞ 미만 7 14~16 ㎞ 미만

2  4~ 6 ㎞ 미만 8 16~18 ㎞ 미만

3  6~ 8 ㎞ 미만 9 18 ㎞ 이상

4  8~10 ㎞ 미만 / 결정할 수 없음

5 10~12 ㎞ 미만

1561

H1, H2, H3, H4, H5 - 구름윗면의 최대 해발고도

숫자 부호

0  3,000 m 이하

1  3,000 m 이상  4,500 m 까지

2  4,500 m 이상  6,000 m 까지

3  6,000 m 이상  7,500 m 까지

4  7,500 m 이상  9,000 m 까지

5  9,000 m 이상 10,500 m 까지

6 10,500 m 이상 12,000 m 까지

7 12,000 m 이상 13,500 m 까지

8 13,500 m 이상 15,000 m 까지

9 15,000 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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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

h - 최저운의 지면상 구름밑면고도

숫자 부호

0     0 m ~ 50 m

1    50 m ~ 100 m

2   100 m ~ 200 m

3   200 m ~ 300 m

4   300 m ~ 600 m

5   600 m ~ 1,000 m

6 1,000 m ~ 1,500 m

7 1,500 m ~ 2,000 m

8 2,000 m ~ 2,500 m

9 2,500 m 이상, 또는 구름이 없음

/ 구름밑면고도 불명 또는 구름밑면이 관측소보다 낮고 구름윗면이 관측소보다 높음.

주 : (1) 고도가 수치범위의 상한고도와 일치될 때는 높은 쪽의 숫자 부호를 보고한다.

예를 들어, 600 m라면 h=5로 보고한다.

     (2) 자동기상관측소에서 사용하는 구름측정 센서의 탐지거리 한계로 인하여 h로 보고되는 숫자 

부호는 다음 3가지 중 하나가 된다.

(a) 실제의 구름밑면고도는 숫자 부호가 가리키는 고도이내, 또는

(b) 구름밑면고도는 숫자 부호가 가리키는 고도이상이거나, 측기 한계로 인하여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c) 관측소 바로 위쪽에 구름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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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7

hshs - C로 보고한 구름층 또는 구름덩이의 구름밑면고도

htht - 최저운의 구름윗면고도 또는 최저 구름층, 안개의 고도

숫자 부호 미터 숫자 부호 미터

00 <30 20 600

01 30 21 630

02 60 22 660

03 90 23 690

04 120 24 720

05 150 25 750

06 180 26 780

07 210 27 810

08 240 28 840

19 270 29 870

10 300 30 900

11 330 31 930

12 360 32 960

13 390 33 990

14 420 34 1020

15 450 35 1050

16 480 36 1080

17 510 37 1110

18 540 38 1140

19 570 39 1170

40 1200 62 3600

41 1230 63 3900

42 1260 64 4200

43 1290 65 4500

44 1320 66 4800

45 1350 67 5100

46 1380 68 5400

47 1410 69 5700

48 1440 70 6000

49 1470 71 6300

50 1500 72 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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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7계속)

숫자 부호 미터 숫자 부호 미터

51

사용하지 않음

73 6900

52 74 7200

53 75 7500

54 76 7800

55 77 8100

56 1800 78 8400

57 2100 79 8700

58 2400 80 9000

59 2700 81 10500

60 3000 82 12000

61 3300 83 13500

84 15,000 92    100~200 m

85 16,500 93    200~300 m

86 18,000 94    300~600 m

87 19,500 95   600~1,000 m

88 21,000 96 1,000~1,500 m

89 >21,000 97 1,500~2,000 m

90 50 m 미만 98 2,000~2,500 m

91 50~100 m 99
2,500 m 이상 또는 구름없

음

주 : 숫자 부호 90~99를 제외하고는 관측한 값이 두 개의 숫자 부호 중간일 경우는 낮은 쪽의 부호를 

보고한다. 또 90~99의 숫자 부호에 관측값이 고도 범위의 상한고도와 일치하는 경우는 높은 쪽의 

숫자 부호를 보고한다. 예를 들어 600 m는 95로 보고한다. 우리나라에서는 hshs = 90~99는 

사용하지 않는다.

1690

hBhBhB - 난류의 최하층 고도

h fhfh f - 0℃ 등온층의 해발고도

hihihi - 착빙의 최하층 고도

hshshs - 구름층 또는 구름덩이의 저면고도, 또는 관측/예보된 연직시정

hththt - 구름층 또는 구름덩이의 해발 고도

hxhxhx - 기온 및 바람을 예보하는 해발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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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부호       미터     숫자 부호  미터

000 <30 099 2,970

001 30 100 3,000

002 60 110 3,300

003 90 120 3,600

004 120 등 등

005 150 990 29,700

006 180 999 3,000 이상

007 210

008 240

009 270

010 300

011 330

등 등

주 : (1) 숫자 부호는 30 m 단위로 직접 나타낸 것이다.

     (2) 이 부호표는 부호화하는 장치로 간주하여 어떤 숫자 부호는 지정된 값을 나타낸다. 이 부호표로 

전문화 하는 관측 및 예보값은 부호표에 관계없이 생성된다. 따라서 전문화는 다음 규칙에 따라서 

이행된다. 관측값 또는 예보값이 두 개의 숫자 부호 사이에 있으면 낮은 쪽의 숫자 부호를 보고한다. 

예를 들면 230 m는 007로 보고한다.

1700

I - 점 밀도

숫자 부호

1 낮음 2 보통 3 높음

1731

Ia- 주파수 또는 파수의 지시부

숫자 부호

0 주파수 (㎐) 1 파수 (m
 )

1732

Ib - 방향 스펙트럼 또는 일차원 스펙트럼의 파랑자료에 대한 지시부 

숫자 부호

0 무방향 1   방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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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3

Ic- 항공기 외부에 예상되는 착빙의 형태

숫자 부호

0 착빙 없음 1 약한 착빙

2 구름 속에서 약한 착빙 3 강수 중 약한 착빙

4 보통강도의 착빙 5 구름 속에서 보통강도 착빙

6 강수 중 보통강도 착빙 7 심한 착빙

8 구름 속에서 심한 착빙 9 강수 중 심한 착빙

1734

Id - 바람자료가 보고되는 최종 표준등압면의 기압 지시부

hPa의 100위 수(TEMP, TEMP SHIP, TEMP DROP 및 TEMP MOBIL의 A부)

hPa의 10위 수(TEMP, TEMP SHIP, TEMP DROP 및 TEMP MOBIL의 C부)

숫자 부호 A부    C부

1   100 hPa 또는 150 hPa* 10 hPa

2   200 hPa 또는 250 hPa** 20 hPa

3   300 hPa 30 hPa

4   400 hPa -

5   500 hPa 50 hPa

6   - -

7   700 hPa 70 hPa

8   850 hPa -

9   925 hPa -

0 1,000 hPa -

/ 모든 표준등압면의 바람을 보고하지 않음.
모든 표준등압면의 바람을 보고

하지 않음.

 * Id = 1 을 보고할 때

   관측된 최종고도의 표준등압면이 150 hPa일때는 100 hPa 면의 바람을 포함한

   모든 자료군이 생략된다.

   100 hPa까지 관측되였으나 100 hPa의 바람자료가 없을 때는 100 hPa의 바람군은 

사선(/////)으로 보고한다.

** Id = 2를 보고할 때

   상기의 *중 150 hPa를 250 hPa로 100 hPa를 200 hPa로 바꾸어 읽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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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5

Ie - 에코 강도

숫자 부호     강도 분류     반사계수(㎜6/m-3)        

0 매우 약함 0 ~ 2.30×10

1 매우 약함(추정) -

2 약함 2.31×10 ~ 9.40×10

3 약함(추정) -

4 보통 9.41×10  ~ 3.70×10

5 보통(추정) -

6 강함 3.71×10  ~ 5.00×10

7 강함(추정) -

8 매우 강함 5.00×10

9 매우 강함(추정) -

/ 결정할 수 없음

1741

Ij - 점의 밀도

숫자 부호

0 1, 2 또는 3점

1 약

발생원의 퍼짐 10° 이하2 보통 

3 강

4 약

발생원의 퍼짐 10°~20°5 보통

6 강

7 약

발생원의 퍼짐 20°~40°8 보통

9 강

1743

In - 구름기둥(플룸)이 풍향/풍속의 변화에 직면할 확률

숫자 부호

0 다음 6시간 이내 예상되는 주요 변화가 없음

1 다음 6시간 이내 큰 변화가 예상됨

2 보류

3 자료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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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4

Im - 스펙트럼 자료의 계산방법에 관한 지시부

숫자 부호

1 Longuet-Higgins (1964)

2 Longuet-Higgins (F3 방법)

3 최대 방법

4 최대 엔트로피 방법

5~9 보류

1747

Ip - 플랫폼의 형태에 관한 지시부

숫자 부호

0 해상 관측소

1 자동 자료처리 부이

2 항공기

3 위성

1751

Is - 선박착빙 종류

숫자 부호

1 해수의 물보라로 인한 착빙

2 안개로 인한 착빙

3 비말과 안개로 인한 착빙

4 비로 인한 착빙

5 비말과 비로 인한 착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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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5

I4 - 사용한 자료 처리 기술에 관한 지시부

숫자 부호

0 자료 처리 기술 설명 없음 

1 맑은 하늘 경로, 자동 통계 회귀식 사용

2 부분 흐림 경로, 자동 통계 회귀식 사용

3 흐림 경로, 자동 통계 회귀식 사용

4 맑음 경로, 상호 QC가 되는 자동 통계 회귀식 사용

5 부분 흐림 경로, 상호 QC가 되는 자동 통계 회귀식 사용

6 흐림 경로, 상호 QC가 되는 자동 통계 회귀식 사용

7~9 보류

주 : (1) 맑은 하늘 경로는 실제 맑은 지점에서 나오는 맑은 복사 휘도(clear radience)에서 생성되는 

탐측을 의미한다. 대류권 및 성층권의 HIRS 자료뿐만 아니라 HSU와 SSU 자료가 사용된다.  

(2) 부분 흐림 경로는 부분적으로 구름이 있는 지점으로부터 계산된 맑은 복사 휘도로부터 

생성되는 탐측을 의미한다. 대류권 및 성층권의 HIRS 자료뿐만 아니라 HSU와 SSU 자료가 

사용된다.  

(3) 흐림 경로는 오직 성층권의 HIRS 자료, HSU 및 SSU 자료에서 생성된 탐측을 의미한다. 

대류권의 HIRS는 구름조건 때문에 사용되지 않는다.

1770

IxIxIx - 낙하율 방정식 계수가 있는 XBT 장비 종류(부록 2. COMMON CODE C-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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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

 i - 일기요소 we의 강도 또는 특성

     ( 본 표에서 선택된 난은 부호 we에 사용된 숫자 부호에 따름) 

숫자

부호

중요구름의 

구름밑면고도(m)

시 정 

(m)

풍 력

(보퍼트)
착  빙 난  류 스  콜

적 설

(cm)

0 50 미만 50 미만 10 기사 없음 기사 없음 기사 없음
눈 

없음

1 50~99
50~

 199
11

경미함

보 통

격심함

구름

에서

경미함

보 통

격심함

구름

에서

비, 거의 없음
2 

이하

2 100~199
200~  

  499
12

비, 많지 않으나 

흩어졌음

5 

이하

3 200~299
500~  

  999
3 비, 매우 많음 

10 

이하

4 300~599
1000~

 1999
4

경미함

보 통

격심함

강수

에서

경미함

보 통

격심함

맑은

하늘

에서

눈, 거의 없음
15 

이하

5 600~999
2000~

 3999
5

눈, 많지 않으나 

흩어졌음

25 

이하

6 1000~1499
4000~

 9999
6 대단히 많음 눈 

50 

이하

7 1500~1900
10000~

19999
7

진눈개비 거의 

없음

100 

이하

8 2000~2499
20000~

49999
8

진눈개비, 많지 

않으나 흩어졌음

200 

이하

9
2500 이상또

는 구름 없음

50000 

  이상
9

진눈개비 대단히 

많음

200 

이상

주 : Wc = 8 = 포화일 때 i에 0을 보고한다

1806

 iE - 증발을 측정하는 측기 또는 증발산을 측정하는 장비나 곡물의 종류를 나타내는 지시부

숫자 부호 측기 또는 곡물의 종류 자료의 종류

0 USA 개방형 증발계(뚜껑 없음)

   증   발

1 USA 개방형 증발계(망 뚜껑 부착)

2 GGI -3000 증발계(지면과 같게 묻음)

3 20 m2 탱크

4 기타

5 벼

   증   발  산

6 밀

7 옥수수

8 수수

9 기타



부호표 

- 268 -

1819

 iR - 강수자료의 포함 여부에 대한 지시부

숫자 부호 강수 자료의 보고 6RRRtR 군의 유무

0 제1절 및 제3절에 보고한다 제1절 및 제3절에 포한다

1 제1절에 보고한다 포함

2 제3절에 보고한다 포함

3 제1절 및 제3절에 보고하지 않음 생략(강수량=0)

4 제1절 및 제3절에 보고하지 않음 생략(자료를 이용할 수 없음)
  

     

1833

 ic - 바다 표면 해류속도의 단위를 나타내는 지시부

숫자 부호

0 m/sec 1 kt 9 해류 자료 없음

1840

 ih - 고도/해발고도의 부호와 단위의 지시부

숫자 부호

1 해발고도, m 2 해발고도, ft

3 해저고도, m 4 해저고도, ft

5 비행고도, 10 m 6 비행고도, 10 ft

7 비행고도(-), 10 m 8 비행고도(-), 10 ft

  주 : 숫자 5~8까지는 비행고도가 수평면에서 표준 1013.25 hPa (29.92 수은 inch)의 기준을 참조하여 

보고한다.

1841

 ij - 제트류 중심축의 풍속 및 고도 또는 기압의 단위를 나타내는 지시부

숫자 부호

0 m/sec의 풍속

제트류 핵의 지오포텐셜고도, 100 gpm 단위1 km/h의 풍속 

2 kt의 풍속

4 m/sec의 풍속

hPa 단위 기압5 km/h의 풍속

6 kt의 풍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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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5

 im - 고도 단위의 지시부 및 고도의 정확도에 관한 신뢰도

숫자 부호   단위           신뢰도

1    m          우수 (3 m 이내)

2    m          양호 (10 m 이내)

3    m          보통 (20 m 이내)

4    m          나쁨 (20 m 이상)

5    ft           우수 (10 ft 이내)

6    ft           양호 (30 ft 이내)

7    ft           보통 (60 ft 이내)

8    ft           나쁨 (60 ft 이상)

1851

 is - 제3절에 대한 부호 지시부

숫자 부호

1 sx를 포함

2 sx를 포함하지 않음, 모든 값이 양(+)

3 sx를 포함하지 않음, 모든 값이 음(-)

4 sx를 포함하지 않음, 첫째 요소의 모든 값은 양, 둘째 요소의 모든 값은 음

5 sx를 포함하지 않음, 첫째 요소의 모든 값은 음, 둘째 요소의 모든 값은  양

6 sx를 포함하지 않음, 음일 때 마지막 숫자는 홀수, 값이 양일 때 마지막 숫자는 짝수

  주 : is = 6인 경우 정확한 부호 지시부를 얻기 위해서 필요하면 절대값을 하나씩 증가시킬 수 있다.

1853

 iu - 풍속의 단위 및 측기의 형태에 관한 지시부

숫자 부호   단위               검정기기 또는 기타 방법

0    m/s         
육상관측소, 검정측기 설치 선박

1    kt       

2    m/s        
검정측기 미 설치 선박

3    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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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5

 iw - 바람의 관측방법과 풍속 단위의 지시부

숫자 부호

0 목측에 의한 풍속           

m/s 단위
1 풍속계로 측정한 풍속       

3 목측에 의한 풍속           

kt 단위
4 풍속계로 측정한 풍속       

1857

 iy - 온도계 형태의 설명 지시부

숫자 부호

1 최고/최저 온도계

2 자동기상관측소

3 자기 온도계

1859

 iz - 안정도 지수

숫자 부호

0 지수 없음 1  Total totals 지수

2 Showalter 지수 3 KO 지수

4 Faust 지수 5~6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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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0

 ix - 관측소 형태(유인 또는 자동), 현재일기와 과거일기의 포함에 관한 지시부 

숫자 부호 관측소의 형      7wwW1W2 군 또는 7wawaWa1Wa2 

1 유인관측소     포함

2 유인관측소     생략(중요 일기현상 없음)

3 유인관측소     생략(관측하지 않음, 자료를 이용할 수 없음)

4 자동관측소     포함(부호표 4677 및 4561을 사용)

5 자동관측소     생략(중요 일기현상 없음)

6 자동관측소     생략(관측하지 않음, 자료를 이용할 수 없음)

7 자동관측소     포함(부호표 4680 및 4531을 사용)

 주 : 유인관측소에서는 7wwW1W2 군과 ix - 1, 2 및 3만을 사용한다. 자동관측소에서는 대개 

7wawaWa1Wa2 군과 ix=5, 6, 7을 사용한다. 그러나 자동관측소에서 충분한 기능을 갖고 있으며 

부호표 4677 및 4561을 자동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7wwW1W2 군과 ix=4를 

사용해야 한다.

 1861

 i0 - 현상 강도 

숫자 부호

1 약 2 보통 3 강

1863

 i2 - 지역 구분 지시부

zzz - 지역 구분 해설 

0i2zzz   -

00000
전보식 서두에 나타내는 지수 사이의 첫 번째 QLaLaLoLo 군이 가리키는 전향점

까지

01QLaLa 위도 LaLa까지

02QLaLa 경도 LoLo까지

04nnn 앞 지점에서 nnn km 떨어진 지점까지

050ZZ 5° 간격으로 표시한 지역번호의 구역

06QLaLa 위도 LaLa에서

07QLoLo 경도 LoLo에서

09nnn 앞 지점에서 nnn km 떨어진 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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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4

 i3 - 보충현상에 관한 지시부

nnn - 보충현상에 관한 해설 

 9i3nnn

91P2P2P2 예보 최저 평균 해면기압

92FtLaLa 전선의 종류와 위치(항공기의 경로는 대체로 북~남)

93FtLoLo 전선의 종류와 위치(항공기의 경로는 대체로 동~서)

94FtGG 전선의 종류와 통과시각

951// 항공로상의 점차적인 변화

항로예보(ROFOR)에서만 사용*

952LaLa 항공로상의 서경 LoLo도에서의 변화

953LaLa 항공로상의 북위 LaLa도에서의 변화 

954LoLo 항공로상의 남위 LaLa도에서의 변화  

955LoLo 항공로상의 동경 LoLo도에서의 변화  

96GGGp

(a) Gp=0인 경우 : GG시간부터는 새로운 예보내용으로 대치된다. 

    따라서 앞의 예보는 전부 교체

(b) Gp=1~4인 경우 : GG시간부터  Gp시간 사이의 불특정 시간동안 일정 또는 불규

칙한 비율을 보이면서 변화. 

97GGGp Gp까지 도달하는 시간동안에 일시적인 기상변화가 자주 또는 가끔 발생할 때 가용

9999C2

(a) 99GGGp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 C2는 기본 예보요소값과 상이한  변동 기상요소

값의 발생확률이 되며, 정수단위로 표시.

(b) 97GGGp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 C2는 일시적인 기상변동현상의 발생확률로서 

10% 정수단위로 표시   

99GGGp

9999C2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 GG시간부터 Gp까지 도달하는 시간동안에 기본 예보요

소값과 다른 변동값으로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표시 

* ROFOR에서 이와 같은 변화군은 시간에 관한 변화군으로 제한된다.

 주 : 공역예보(ARFOR)와 항공로예보(ROFOR)에서 국지적 변동은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기술할 수 있다.

LOC - 국지적(LOC를 사용할 때는 어떤 현상이 예상되는 지역을 나타내도록 충분한 평문으로 같이 사용)

LAN - 내륙

COT - 해안에서

MAR - 해상에서

VAL - 골짜기에서

CIT - 대도시 주변 또는 상공

MON - 고지 또는 산 위

SCT - 산재된(SCT는 어떤 현상이 공간, 시간 또는 복합적으로 가끔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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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
항공로상의 점차적인 변화를 나타낼 때는 시간군 없이 BECMG 용어

를 사용
항공로 

예보 

(ROFOR)

에서만 

사용

952LaLa 항공로상의 북위 LaLa도에서의 변화를 나타낼 때는 FM LaLaN으로 표시

953LaLa 항공로상의 남위 LaLa도에서의 변화를 나타낼 때는 FM LaLaS로 표시

954LoLo 항공로상의 동경 LoLo도에서의 변화를 나타낼 때는 FM LoLoE로 표시

955LoLo 항공로상의 서경 LoLo도에서의 변화를 나타낼 때는 FM LoLoW로 표시

9i3nnn의 내용을 평문으로 표시할 때 용어

91P2P2P2 최저 해면기압의 예보 (예, “Forecast QFF 1002")

92FtLaLa

전선 용어 사용, 일반적으로 전선의 종류는 보고하지 않으며,

전선 위치의 위도를 표시할 때. 예, “FRONT 40N" 

93FtLoLo

전선 용어 사용, 일반적으로 전선의 종류는 보고하지 않으며,

전선 위치의 경도를 표시할 때. 예, “FRONT 30E" 

94FtGG
전선 용어 사용, 일반적으로 전선의 종류는 보고하지 않으며,

전선 통과시간을 표시할 때. 예, “FRONT 1200UTC" 

99GGGp

(a) GG부터 새로운 예보내용이 시작될 때는 FMGG 형식을 사용한다. 따라서 FMGG 앞 

예보는 전부 무효가 됨과 동시에 새로운 예보로 대치된다.

(b) GG시간에 시작하여 GeGe시간에 끝나는 불특정시간 동안에 일정 또는 불규칙한 비율로 

발생이 예상되는 예보 기상상태의 변화를 표시하고자 할 때는 BECMG GGGeGe 

형식을 사용한다. 시작 시간 GG와 종료시간 GeGe 사이의 시간 간격은 일반적으로 

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아무리 길더라도 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97GGGp

TEMPO GGGeGe 형식은 자주 또는 가끔 발생하는 일시적인 기상변동상태를 예보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GG시간에 시작하여 GeGe시간에 끝나는 시간 동안에 한번 바뀐 기상상태의 

지속시간이 1시간 미만이고 예보 기상상태로 바뀌는 총 변동시간 합계가 예보 유효기간의 

1/2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할 때 사용한다.

9999C2

PROB(%) 형식은 기본 예보요소값과 상이한 변동 기상요소값의 발생확률과 그 뒤에 

GGGeGe를 붙이는 방법(예, PROB30 1216)의 일반적인 기상변동현상 발생 확률과 

그 뒤에 TEMPO GGGeGe를 붙이는(예, PROB30 TEMPO 1216) 두 가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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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상태의 변화와 변동상태의 도식적 표현

(설명부분 : 도식적 표현에서 예와 같이 가로좌표는 시간을, 세로좌표는 hshshs를 표시)

99GGGp - 특정시간의 변화(Gp=0)

예

99GGGp - 불특정시간 동안의 변화(Gp=1~4시간 사이)

예(a)

예(b) (예보기간 동안의 일부 또는 전 기간에 걸친 불규칙한 변화)

예(c) (예보기간 동안의 불특정시간에 나타난 일정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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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GGGp - 일시적 변동

예(a)

예(b)

* 1+2+3은 Gp로 표시한 예보 유효기간의 1/2 미만이 이어야 한다.

위의 예는 기상상태가 악화된 상태를 표시하고 있지만 기상상태가 호전된 경우에는 위의 

그림은 반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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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1

 j1 - 보충자료의 지시부

 j2j3j4 - 보충자료의 세부 내용

 j5j6j7j8j9 - 5j1j2j3j4 군에 추가되는 보충군

(a)

숫자

부호
j1 j2 j3 j4

0~3

증발량 또는 

증발산량의 

10 단위의 수

증발량 또는 

증발산량의 

1 단위의 수

증발량 또는 

증발산량의 

1/10 단위의 수

증발량 측정장비의 형태 

또는 증발산량 보고대

상이 되는형태의 지시부

4
기온 변화자료의 

지시부

기온변화 시각과 

관측시각 사이 기간
기온변화의 부호 기온 변화량

5

일조*의 지시부

일조시간의 10위 수

 j2=3은j3j4가 과거시간 

일조를 보고함을 표시

일조시간의 1 

단위의 수

일조시간의 1/10

단위의 수

일조를 보고하는 

j5j6 j7j8j9 군이 뒤

따름을 표시

j2=4는 뒤따르는

j4j5j6j7j8 군에 과거시간

동안의 일사를 보고하며, 

j2=5는 j5j6 j7j8j9 군에 

과거 24시간 동안의 일사를 

보고함을 표시

j3 = 0

j4=7은 뒤따르는

군에 초단파 복사량을 

보고하며, j4=8은 뒤따

르는 군에 직달일사량을 

보고함을 표시

6
구름 이동 방향 

자료의 지시부

CL 구름이 이동해오는 

방향

CM 구름이 이동해오

는 방향

CH 구름이 이동해오는 

방향

7
구름의 높이와 방향 

자료의 지시부호

지형성 또는 연직으로 

발달하는 구름의 형태

이들 구름이 보이는 방

향

이들 구름의 구름윗면 

고도각

8~9

지상기압 변화량

자료의 지시부호

(8-상승 또는 불변, 

9-하강) 

지상기압 변화량의 10 

단위의 수

지상기압 변화량의 1 

단위의 수

지상기압 변화량의 1/10 

단위의 수

* j1=5일 경우 규정 12.4.7.4.2항 참조 

(b)

숫자

부호
j5 j6 j7 j8 j9

0~1
순복사량의

부호

순복사량의

1000 단위의 수

순복사량의

100 단위의 수

순복사량의

10 단위의 수

순복사량의

1 단위의 수

2~6

일사 또는 지구복

사 형태의

지시부호

(숫자 0~6 사용)

일사 또는 지구 복

사량의

1000 단위의 수

일사 또는 지구 복

사량의

100 단위의 수

일사 또는 지구 복

사량의

10 단위의 수

일사 또는 지구 복

사량의

1 단위의 수

7~9 사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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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

 K - 항해에 미치는 해빙의 영향

숫자 부호

0 항해에 지장이 없음

1 비 내구형 선박의 항해는 약간 지장이 있음

2 비 내구형 선박의 항해는 어렵고 내구형 선박은 약간 지장이 있음

3 내구형 선박의 항해가 어려움

4 내구형 선박의 항해가 대단히 어려움

5 쇄빙선 지원에 의해서만 내구형 선박의 항해가 가능함

6 견고 해빙 중에 수로가 있음

7 항해 일시 폐쇄

8 항해 폐쇄

9 항해 상황 불명(예, 위험기상 원인 등)

2200

k - 위도와 경도를 


° 단위로 나타내는 지시부

숫자 부호

0 LaLaLoLo는 보내온 대로

동경 0°~99° 또는 서경 100°~180°

1 LaLa에 


° 를 추가

2 LoLo에 


° 를 추가

3 LaLa와 LoLo에 


° 를 추가

4* °(소수점 이하는 없음)

5 LaLaLoLo는 보내온 대로

서경 0°~99° 또는 동경 100°~180°

6 LaLa에 


° 를 추가

7 LoLo에 


° 를 추가

8 LaLa와 LoLo에 


° 를 추가

9 °(소수점 이하는 없음)

* k=4 또는 9일 때 LaLa, LoLo는 거의 1° 정확성, k의 모든 다른 값은 거의 


° 정확성으로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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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2

 k1 - 디지털화를 위한 지시부

숫자 부호

7 선택된 깊이 값(계기에 의한 고정 지점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한 선택지점 자료)

8 특이점 깊이의 값(특이점 깊이에서 추적한 자료)

2263

 k2 - 염분 또는 깊이의 측정방법

숫자 부호

0 염분 측정 안함

1 현황 센서, 0.002%보다 더 정확함

2 현황 센서, 0.002%보다 덜 정확함

3 시료(샘플) 분석

2264

 k3 - 해류측정의 시간간격과 시각(벡터 또는 도플러 방법)

숫자 부호

1 즉시

관측 1시간 전부터 관측시까지
2 3분 이하 동안의 평균

3 3분~6분 동안의 평균

4 6분~12분 동안의 평균

5 즉시

관측 2시간 전부터 1시간 전까지
6 3분 이하 동안의 평균

7 3분~6분 동안의 평균

8 6분~12분 동안의 평균

9 벡터 또는 도플러 방법은 사용하지 않음

2265

 k4 - 해류측정의 기간(표류 방법)

숫자 부호

1 1시간 이하 2 1시간 초과 2시간까지

3 2시간 초과 4시간까지 4 4시간 초과 8시간까지

5 8시간 초과 12시간까지 6 12시간 초과 18시간까지

7 18시간 초과 24시간까지 9 표류방법은 사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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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6

 k5 - 해류측정 방법에 관한 지시부

숫자 부호

0 보류 1* ADCP(음향 도플러 해류 프로파일러)

2 GEK (전자해류계)에 의함 3 3~6시간의 선박의 편류에 의함

4 6~12시간의 선박의 편류에 의함 5 표류부이

6 ADCP(음향 도플러 해류 프로파일러)

* 이 부호는 사용하지 않는다. 숫자 부호 6을 대신 사용하지 않는다.

2267

 k6 - 해류측정으로 선박 또는 부이의 속도 및 동요 제거 방법

숫자 부호

0 평균에 의함

바닥추적에 의함1 운동보정에 의함

2 제거하지 않음

3 평균에 의함

항법에 의함4 운동보정에 의함

5 제거하지 않음

6 도플러 방법은 사용하지 않음

7~9 보  류

  주 : 숫자 부호 0, 1, 2와 6은 표류부이에 사용한다. 

2300

 L - 바람자료의 추정 고도면

숫자 부호

2 하층운 고도 5 중층운 고도 8 고층운 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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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2

 LiLi, LjLj - 해빙역의 경계선 또는 특이사항의 형태

숫자 부호

00 기사 없음 01 다음 경계선*의 북동

02 다음 경계선*의 동 03 다음 경계선*의 남동

04 다음 경계선*의 남 05 다음 경계선*의 남서

06 다음 경계선*의 서 07 다음 경계선*의 북서

08 다음 경계선*의 북 09 다음 경계선*의 안쪽

10 육상 관측 11 레이더 관측

12 인공위성 관측 13 관측의 한계

14 분석의 한계 15 추 정

16 밀집된 해빙의 가장자리 17 흐트러진 해빙의 가장자리

18 더욱 큰 밀집도의 해빙역 19 더욱 작은 밀집도의 해빙역

 * : 경계선은 6 LiLiLjLj 군에 뒤따르는 위치군으로 나타낸다. 

 LiLi, LjLj - 해빙역의 경계선 또는 특이사항의 형태

숫자 부호

21 해빙의 가장자리 22 해빙 밀집도의 경계

23 정착빙 24 수로

25 빙호 26 유빙대

27 유빙원 28 유빙야

29 해빙 마루대 30 분열대 

31 빙산 32 산재된 빙산

33 빙산군 34 얼음 섬 

35 (확장에 대해 이용 가능) 50 전 해역은 목측 관측

51 해빙역 바깥의 전 해역은 목측 관측

  주 : 숫자 부호  LiLi만을 보고한 경우는 LjLj는 00으로 보고한다.

2538

 Mh - 기단 특성

숫자 부호

0 기사 없음 또는 불확실

1 대륙성 (c)

2 해양성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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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1

 Ms - 기단 발원지

숫자 부호

0 기사 없음 또는 불확실

1 북극 (A)

2 한대성 (P)

3 열대성 (T)

4 적도 (E)

5 고층 (S)

2552

 Mt - 기단의 열역학적 특성

숫자 부호

0 기사 없음

1 불확실 만일 다른 33MhMsMt 군이 뒤따라오지 않으면 오직 1개의 기단이 

있다는 뜻이고, 다른 33MhMsMt 군이 뒤따라오면 두 번째 군에서 

기술된 기단과 혼합됨을 의미

2 한냉(K)

3 온난(W)

4 불확실
다른 33MhMsMt 군이 뒤따라오면 첫 번째 군에서 보고한 기단은 

두 번째 군의 기단 위에 있음을 표시
5 한냉(K)

6 온난(W)

7 불확실
다른 33MhMsMt 군이 뒤따라온다면 첫 번째 군의 기단이  두 번째 

군에 있는 기단으로 변질 또는 그 기단으로 되는 것을 나타낸다.
8 한냉(K)

9 온난(W)

2555

 Mw - 용오름, 토네이도, 회오리바람, 먼지회오리

숫자 부호

0 관측소에서 3 km 이내의 용오름

1 관측소에서 3 km 이상 떨어진 곳의 용오름

2 관측소에서 3 km 이내의 토네이도 구름

3 관측소에서 3 km 이상 떨어진 곳의 토네이도 구름

4 약한 회오리 바람 5 보통의 회오리 바람

6 강한 회오리 바람 7 약한 먼지 회오리 

8 보통의 먼지 회오리 9 강한 먼지 회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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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2

 M1 - 예보 기간이 시작되는 달

M2 - 예보 기간이 끝나는 달

숫자 부호

0 이 달 1 다음 달

2 이달 후 2번째 달 3 이달 후 3번째 달

4 이달 후 4번째 달 5 이달 후 5번째 달

6 이달 후 6번째 달 7 이달 후 7번째 달

8 이달 후 8번째 달 9 이달 후 9번째 달

2582

 M iM i - 전문의 종류를 나타내는 식별문자

 M jM j - 전문의 부 또는 전문 형식의 버전을 나타내는 식별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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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0

 MMM - 관측 시 관측소의 위치를 나타내는 Marsden square 번호

    주 : 다음 페이지의 극지역 도표 참조



부호표 

- 284 -

(2590 계속)



부호표 

- 285 -

(2590 계속)

주 : 위치확인군 MMMULaULo에서 ULaULo를 전문화하는 숫자는 위치군(LaLaLa QcLoLoLo) La의 두 번 째 

숫자와 Lo의 세 번째 숫자를 결합하여 보고한다. ULaULo은 관측시에 선박이 위치하는 Marsden 

10° 간격 Square의 1° 간격 sub-square 번호를 표시. 선박이 2개 또는 4개의 Marsden 10° 

Square의 경계선상에 있는 경우에는  ULaULo의 번호를 도표의 1° 간격 sub=square 번호와 

대응시켜서 MMM의 번호를 결정한다. 선박이 적도위에 있을 때는 물론 자오선 0° 또는 180°에 

위치한 경우 Qc로 보고되는 숫자는 Marsden 10° 간격 Square 대응 번호 지정을 설명해야 한다.

예 :

(1) 43.3°N, 30.0°W에 있는 선박의 위치는 다음과 같이 보고한다.

Qc = 7, LaLaLa = 423, LoLoLo = 0300

따라서 ULaULo = 20, 선박은 Marsden 10° Square의 147과 148의 경계선상에 있다.

도표는 선박위치를 표시하는 1° 단위 sub - square를 나타낸 것이나 그 해당되는 

도표(Qc=7)에 의하면 Marsden 10° Square 147에서는 ULaULo=29가 되고, 148에서는 

ULaULo = 20이 된다.

그러므로 MMM는 148로 보고한다.

(2) 40.0°S, 120.0°E에 있는 선박의 위치는 다음과 같이 보고한다.

Qc = 3, LaLaLa = 400, LoLoLo = 1200

따라서 ULaULo = 00, 선박은 Marsden 10° Square의 431, 432, 467, 468 경계의 

교차점에 있다. 해당되는 도표(Qc=3)에 의하면 Marsden 10° Square의 431에서는 

ULaULo=90, 432에서는 ULaULo=99, 467에서는 ULaULo=00, 468에서는 ULaULo=09이 된다. 

그러므로 MMM은 467로 보고한다.

(다음 페이지의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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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8분위에 대한 Marsden 10° Square를 1° 간격으로 나눈 sub-square 번호

 2600

m - 움직임

숫자 부호

0 기사 없음 1 정 체

2 거의 변화 없음 4 지연되고 있음

5 왼쪽으로 회전하고 있음 6 전향되고 있음

7 가속되고 있음 8 오른쪽으로 회전하고 있음

9 전향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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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4

mS - 염분측정 평균기간

mT - 수온측정 평균기간

mc - 해면의 해류방향과 속도의 평균기간

숫자 부호

0 순간값

1 15분 미만

2 15 ~ 45분

3 45분 이상

9 자료가 입수되지 않음

2649

mr - 자료의 환산방법

숫자 부호

1 수 계산 - 도표계산

2 컴퓨터

9 기타 방법

주 : 숫자 부호 1은 자료를 계산한 방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수 계산일 때. 숫자 부호 2는 모든 자료의 

계산이 전자계산기에 의함을 표시한다.

2650

ms - 융해 과정

숫자 부호

0 녹지 않음

1 변색된 얼음

2 침수된 얼음

3 흙탕물이 조금 있음

4 흙탕물이 많음

5 눈녹은 구멍이 조금 있는 흙탕물

6 눈녹은 구멍이 많은 흙탕물

7 눈녹은 구멍, 흙탕물 없음

8 부서지기 쉬운 얼음

9 다시 얼고 있는/얼어버린 흙탕물

/ 결정할 수 없음 또는 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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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7

mm - 자료장을 생산하는데 사용하는 절차 또는 모델

숫자 부호

00 주관분석

01~09 주관예보

10~19 객관(수치) 분석

20~29 원시방정식에 근거한 순압(1층) 수치예보

30~39 원시방정식이 아닌 방정식에 근거한 순압(1층) 수치예보

40~59 원시방정식에 근거한 경압(다층) 수치예보

60~79 원시방정식이 아닌 방정식에 근거한 경압(다층) 수치예보

80~98 다른 절차 또는 모델

99 언급하지 않음

주 : 각 절차 또는 모델에 대한 상세한 기술은 WMO No.9 Vol. B에 나와 있음

2700

N - 전운량

Nh - CL(하층운)의 전운량 또는 CL이 없는 경우의 CM(중층운)의 전운량

Ns - C로 보고한 개개 운형의 구름층 또는 구름덩이의 양

N′- 구름밑면이 관측소 고도보다 낮은 구름의 운량

숫자 부호 8분 운량 10분 운량

0 0 (구름이 한점도 없음) 0 (구름이 한점도 없음)

1 1 okta 미만, 그러나 0은 아님 1/10 이하, 그러나 0은 아님

2 2 okta 2/10 ~ 3/10

3 3 okta 4/10

4 4 okta 5/10

5 5 okta 6/10

6 6 okta 7/10 ~8/10

7 7 okta 이상, 그러나 8 okta는 아님 9/10 이상, 그러나 10/10은 아님

8 8 okta 10/10

9 안개나 기타 기상현상에 의하여 하늘이 가려 알 수 없는 경우

/ 안개나 기타 기상현상이 아닌 다른 이유로 운량을 알 수 없거나 결측일 경우

주 : "/"를 사용하는 경우는 규정 12.1.4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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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5

Nm - 산 또는 산 기슭 위에 있는 구름의 상태

숫자 부호

0 적은 양의 구름이 있으나 모든 산이 보임

1 산의 일부가 구름에 덮여 있음(산정의 반 이상이 보이지 않음)

2 모든 산의 사면이 구름에 덮여 있음, 산정 또는 산기슭은 보임

3
산은 관측자쪽에서는 보이지만 적은 양의 구름이 있음), 산 저쪽에는 연속된 구름의 

벽이 있음 

4 위의 낮은 구름이 있으나 경사면 또는 산 전체가 보임(경사면에 적은 양의 구름이 있음)

5 산 위에 낮은 구름이 있음, 일부 산정은 미류운 또는 구름에 덮여 있음

6 모든 산정이 구름에 덮여 있으나 산기슭은 보임, 경사면은 보이거나 구름에 덮여있음

7
산 전체가 구름에 덮여 있으나 산정의 일부는 보임. 경사면은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구름에 덮여 있음 

8 산정, 산기슭 및 경사면이 전부 구름으로 덮여 있음 

9 산이 어둠, 안개, 눈보라, 강수 등에 의해 보이지 않음

2752

Nt - 비행운

숫자 부호

5 지속되지 않는 비행운

6 지속되는 비행운이 하늘의 1/8 미만을 덮고 있음

7 지속되는 비행운이 하늘의 1/8을 덮고 있음

8 지속되는 비행운이 하늘의 2/8를 덮고 있음

9 지속되는 비행운이 하늘의 3/8 이상을 덮고 있음

2754

Nv - 높은 장소에서 관측한 구름의 상태

숫자 부호

0 구름 또는 엷은 안개가 없음

1 엷은 안개, 하늘은 맑음

2 흩어져 있는 안개

3 엷은 안개의 층

4 두터운 안개의 층

5 몇 개의 고립된 구름 

6 고립된 구름과 아래쪽의 안개

7 여러개의 고립된 구름

8 운해

9 아래쪽이 보이지 않는 악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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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6

NeNe - 레이더 격자 좌표에서 60×60 ㎞ 격자의 일련번호

주 : 중앙의 +는 레이더의 위치이다.

2836

nf - 전문보고 전 1시간 이내에 10분 동안 관측소 위치에서 관측된 공중방전의 수

숫자 부호

0 1

1 2 또는 3

2 4 - 8

3 9 - 15

4 16 - 24

5 25 - 35

6 36 - 48

7 49 - 63

8 64 - 80

9 81 이상

/ 기술할 수 없음

2863

n3 - 구름의 발달과정

숫자 부호 숫자 부호

0 변화 없음 5 천천히 하강

1 적운상으로 됨 6 급속히 하강

2 천천히 상승 7 층상으로 됨

3 급속히 상승 8 층상으로 되어 하강

4 상승하여 층상으로 됨 9 급속히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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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4

n4 - 높은 장소의 관측소에서 관측한 구름의 변화과정

숫자 부호

0 운량 변화 없음

1 운량은 감소하나 고도 상승

2 운량 감소

3 고도 상승

4 운량 감소, 고도도 하강

5 운량 증가, 고도도 상승

6 고도 하강

7 운량 증가

8 운량은 증가하나 고도는 하강

9 관측소에서 단속적인 안개

2877

nBnB - 해역내의 빙산 수

nGnG - 해역내의 빙암과 빙산 조각의 수

숫자 부호 숫자 부호

00 없음 15 15

01 1 16 16

02 2 17 17

03 3 18 18

04 4 19 19

05 5 20 1 - 9

06 6 21 10 - 19

07 7 22 20 - 29

08 8 23 30 - 39

09 9 24 40 - 49

10 10 25 50 - 99

11 11 26 100 - 199

12 12 27 200 - 499

13 13 28 500 이상

14 14 99 계산할 수 없음

주 : (1) 숫자 부호 01-19는 정확한 수가 구해진 경우에 사용

(2) 숫자 부호 20-28은 19 이상의 수, 또는 정확한  수가 추정되는 경우에 사용

(3) 숫자 부호 99는 합당한 수의 추정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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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0

nTnT - 변수 a1a1a1,  a2a2a2의 형에 대한 관련 부호표의 지시부

숫자 부호

  00 부호표 0291

01~99 보류

3131

Pa - 경계선 부근에 취해진 대책

숫자 부호

0 대책없음

1 철수

2 피난

3 예방

4 물

5 우유

6 야채

7 기타 식품

8 - 9 보류

/ 자료 누락

3133

Pc - 기압계 특성

hc - 지형계 특성

숫자 부호

0 기사 없음

1 저기압이나 고기압이 약해지고 있음

2 거의 변화 없음

3 저기압이 발달하고 있음. 또는 고기압이 강해지고 있음

4 복잡

5 발생 또는 존재가 의심스러움(저기압 또는 또는 고기압 발생)

6 약해지지만 (고기압․저기압) 소멸되지 않음

7 기압(또는 고도)의 일반적인 상승

8 기압(또는 고도)의 일반적인 하강

9 위치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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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9

Pi - 얼음 현상의 예보

숫자 부호

1 부빙의 출현

2 강, 호수 또는 저수지의 동결

3 강, 호수 또는 저수지의 얼음 붕괴

4 얼음이 사라짐

3152

Pt - 기압계 형태

ht - 지형계 형태

숫자 부호

0 복잡한 저기압

1 저기압

2 부저기압

3 기압골

4 파동

5 고기압

6 일정한 기압(또는 고도)의 구역

7 기압능

8 안상부

9 열대성 폭풍

3155

Pw - 파랑의 주기

숫자 부호

0 10초

1 11초

2 12초

3 13초

4 14초 이상

5 5초 이하

6 6초

7 7초

8 8초

9 9초

/ 고요 또는 주기 결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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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0

Q - 지구의 8분위(Octant)

숫자 부호 경  도 반  구 숫자 부호 경  도 반  구

0 서경 0°~90° 5 서경 0°~90°

1 서경 90°~180° 북반구 6 서경 90°~180° 남반구

2 동경 180°~90° 7 동경 180°~90°

3 동경 90°~0° 8 동경 90°~0°

3302

QA - 부이 위치 정확도 계급(66% 신뢰 반경 범위)

숫자 부호

0 반경 ≥ 1500 m

1 500 m ≤ 반경 < 1500 m

2 250 m ≤ 반경 < 500 m

3 반경 < 250 m

/ 자료 없음

3311

QL - 부이 위치의 정확성

숫자 부호

0 전문 첫머리의 부이 위치는 믿을 수 있음(두 개의 위성궤도에 의거 결정된 위치)

1
전문 첫머리의 부이 위치는 최근 결정한 위치임(관측 시 위성궤도로부터 결정된 

것이 아님)

2
부이 위치가 모호함. 한 개의 위성궤도로부터 결정된 위치, 두 번째의 해상은 5%의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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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3

QN - 부이와 위성간 통신상태의 품질

숫자 부호

0 통신상태 양호(몇개의 동일 전문을 수신)

1 통신상태 불량(동일 전문이 수신안됨)

3315

QP - 기압관측값의 품질

숫자 부호

0 지정된 한계값의 값

1 지정된 한계외의 값

3318

Qz - 수심 교정 지시부(수심 측정값을 정역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교정 했는지에 관한 지시

부)

숫자 부호

0 깊이 교정 안되었음

1 깊이 교정 되었음

/ 누락

3319

QTW - 해수면 온도 측정값의 품질

숫자 부호

0 한계내의 값

1 한계외의 값



부호표 

- 296 -

3333

QC - 지구의 4분위

숫자 부호 위도    경도

1 북위    동경

3 남위    동경

5 남위    서경

7 북위    서경

주 : 다음의 경우 4분위 선택은 관측자가 결정한다. 

  (1) 선박이 0° 또는  180° 경도선상에 있는 경우 (LoLoLoLo   =   0000 또는 1800)

      QC = 1 또는 7(북반구), 또는 QC = 3 또는 5(남반구)

  (2) 선박이 적도상에 있는 경우 (LaLaLa   =   000)  QC = 1 또는 3(동경) 

      또는  QC = 5 또는 7(서경) 

3334

Qd
  - QC 지시부

Qd1
 - 기온/염분값의 QC 지시부

Qd2
 - 해류값의 QC 지시부

Ql
 - 위치에 대한 QC 지시부

Qt
 - 시간에 대한 QC 지시부

숫자 부호

0 자료 점검하지 않음

1 자료 좋음

2 자료 모순

3 자료 의문

4 자료 나쁨

5 자료값이 변화되었음

주 : 이 품질꼬리표는 IGOSS 품질관리 품질꼬리표와 똑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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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부호

0 한계 내의 값

1 한계 외의 값

3363

Q2 - 관리변수의 품질(ARGOS Platform 통신단말 센서 자료의 첫 번째 블록 중 두 번째 

낱말)

Q4 - 기온측정값에 대한 품질

3462

q1 - 전문 단축 및 자료 주사의 지시부

숫자 부호
자료군들 사이의

 여백 포함 여부
자료행의 주사 방식

0 있음 정상

1 있음 WMO No.9 Vol. B의 기술에 따름

2 없음 정상

3 없음 WMO No.9 Vol. B의 기술에 따름

3463

q2 - 자료 단축 지시부

숫자 부호

0 모든 자료 위치군과 필요하면 999IoIo 군도 포함

1 999IoIo   k1k1ngng   iaiaiajajaja 군 생략

2 999IoIo   ngng   iaiaiajajaja 군 생략

3          ngng   iaiaiajajaja 군 생략

4          iaiaiajajaja 군 생략

5 999IoIo 군 생략

주 :

(1) q2에 대한 숫자 부호 1, 2, 3, 4, 5는 관련 WMO 간행물을 이용함으로써 생산자료의 명확한 재구

성이 가능하도록 그 간행물에 상세한 기술이 주어질 때만 사용해야 한다.

(2) ngng는 생략되지만 k1k1이 포함될 때 ngng자리에 사선(/)을 넣으면 안된다. 따라서 그 군은 k1k1 

형태로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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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부호

0 불활성 기체

1 요드

2 세슘

3 초우라늄

4~9 보류

/ 자료 누락

3533

Rc - 유출 방사능의 성분

3534

Rd - R1R1R1R1 강수량의 빈도군

숫자 부호

0 30년 기간 동안의 값보다 적음

1 첫 번째 계급구간 내에 있음   

2 두 번째 계급구간 내에 있음   

3 세 번째 계급구간 내에 있음

4 네 번째 계급구간 내에 있음

5 다섯 번째 계급구간 내에 있음

6 30년 기간 동안의 값보다 많음

3535

Rc - 독극성 화학물질이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

숫자 부호

0 심각한 영향 없음

1 심각한 영향 가능성 있음

2 보류

3 자료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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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8

Rh - 빙맥화하고 잇는 해빙의 최대 높이

숫자 부호

0 수평의 해빙

1 1 m

2 2 m

3 3 m

4 4 m

5 5 m

6 6 m

7 7 m

8 8 m

9 9 m 이상

/ 결정할 수 없거나 불명

3548

Rp - 사고 발생 상태에서 구름기둥(플룸)이 강수에 직면할 가능성

숫자 부호 숫자 부호

0 강수를 만나지 않음 2 보류

1 강수를 만남 3 자료 누락

3551

Rs - 선박의 착빙속도

숫자 부호

0 착빙이 진행되고 있지 않음

1 천천히 착빙

2 급속히 착빙

3 얼음이 천천히 융해되거나 깨어지고 있음

4 얼음이 급속히 융해되거나 깨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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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2

Rt - RRR로 보고한 강수의 시작과 끝난 시각

숫자 부호 숫자 부호

1 관측 전 1시간 내 6 관측 전 5~6시간 내

2 관측 전 1~2시간 내 7 관측 전 6~12시간 내

3 관측 전 2~3시간 내 8 관측 전 12시간 이상

4 관측 전 3~4시간 내 9 불명

5 관측 전 4~5시간 내

3555

Rw - 레이더의 파장

숫자 부호 숫자 부호

1 1~2 cm 미만 7 6~9 cm 미만

3 2~4 cm 미만 8 9~11 cm 미만

5 4~6 cm 미만 9 11 c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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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0

RR - 강수량, 고체 강수의 상당 강수량 또는 직경

숫자 부호 mm 숫자 부호 mm 숫자 부호 mm

00 강수 없음 34 34 68 180

01 1 35 35 69 190

02 2 36 36 70 200

03 3 37 37 71 210

04 4 38 38 72 220

05 5 39 39 73 230

06 6 40 40 74 240

07 7 41 41 75 250

08 8 42 42 76 260

09 9 43 43 77 270

10 10 44 44 78 280

11 11 45 45 79 290

12 12 46 46 80 300

13 13 47 47 81 310

14 14 48 48 82 320

15 15 49 49 83 330

16 16 50 50 84 340

17 17 51 51 85 350

18 18 52 52 86 360

19 19 53 53 87 370

20 20 54 54 88 380

21 21 55 55 89 390

22 22 56 60 90 400

23 23 57 70 91 0.1

24 24 58 80 92 0.2

25 25 59 90 93 0.3

26 26 60 100 94 0.4

27 27 61 110 95 0.5

28 28 62 120 96 0.6

29 29 63 130 97 미량(0.0)

30 30 64 140 98 400 이상

31 31 65 150 99 측정불능

32 32 66 160

33 33 67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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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0

RRR - tR로 지시된 관측 전의 기간 동안 내린 강수량

숫자 부호 mm 숫자 부호 mm

000 강수량 없음 993 0.3

001 1 994 0.4

002 2 995 0.5

. . 996 0.6

988 988 997 0.7

989 989 이상 998 0.8

990 미량(0.0) 999 0.9

991 0.1 /// 강수량 측정 안함

992 0.2

주 : 규정 12.2.5.4 및 22.5.2.1과 22.5.2.2항 참조

3596

RRRR - 총 강수량 또는 적설의 상당 강수량

R iR iR iR i - 월 총강수량

숫자 부호

0000 강수량 없음. 또한 적설의 상당 강수량 없음

0001 1 mm

0002 2 mm

.... .....

8898 8898 mm

8899 8899 mm 이상

9999 0 mm 이상 1 mm 미만

3644

rm - 로켓 모터의 종류

숫자 부호

0 114 mm (4.5 inch) 단면 연소형

1 76 mm (3.0 inch) 내면 연소형

2 부스터를 단 114 mm (4.5 inch) 단면 연소형 

3 부스터를 단 76 mm (3.0 inch) 내면 연소형 

4 135 mm (5.3 inch) 내면 연소형 

5 160 mm (6.3 inch) 내면 연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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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2

rt - 관측된 가장 바깥족의 나선형 에코의 끝과 열대저기압 중심과의 거리

숫자 부호

0    0~100 km 미만

1  100~200 km 미만

2  200~300 km 미만

3  300~400 km 미만

4  400~500 km 미만

5  500~600 km 미만

6  600~800 km 미만

7  800 km 이상

/ 의문점이 있거나 또는 결정할 수 없음

3685

rara - 사용한 라디오존데/추적장치의 종류(부록 2. : COMMON CODE C-2 참조)

3700

S - 바다의 상태

S′ - 비행기 착수역의 수면 상태

숫자 부호 상 태 명  칭 파고*(m)

0 거울면같이 잔잔함 Calm(glassy) 0

1 잔잔하나 잔 물결이 있음 Calm(rippled) 0 ~ 0.1

2 평탄하지만 잔 물결이 있음 Smooth(Wavelets) 0.1 ~ 0.5

3 약간 파가 있음 Slight 0.5 ~ 1.25

4 보통 정도의 파도가 있음 Moderate 1.25 ~ 2.5

5 거친 파도가 일고 있음 Rough 2.5 ~ 4

6 매우 거친 파도가 일고 있음 Very Rough 4 ~ 6

7 높은 파도가 일고 있음 High 6 ~ 9

8 매우 높은 파도가 일고 있음 very High 9 ~ 14

9 해상이 매우 혼란한 상태임 Phenomenal 14 이상

주 :

(1) * 부호표의 파고값은 외양의 잘 발달된 풍랑의 파고를 뜻한다. 관측자가 바람, 너울, 해류, 너울

과 바람의 각도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일어나는 해상의 혼란한 상태를 보고하는 경우는 해

면상태에 의하여 숫자 부호를 선택한 다음 파고값을 참작하는 것이 좋다.

(2) 파고가 두 개의 부호에 속하는 경우는 작은 쪽의 부호를 보고한다. 예를 들어, 4 m는 S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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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4

SC - 열대저기압의 눈의 모양 및 명료도

숫자 부호

0 원형

충분히 식별할 수 있음

1 타원형-단축의 길이는 장축의 3/4 이상

2 타원형-단축의 길이는 장축의 3/4 미만 

3 이중의 눈

4 그 밖의 모양

5 식별할 수 없음

/ 결정할 수 없음

3738

Sh - 기온 및 고도 자료의 형태

숫자 부호

0 기온 관측 - D값은 양(+)

2 기온 관측 - D값은 음(-)

4 기온 관측 - D값은 보고되지 않음

6 기온과 고도를 가장 가까운 표준등압면의 값으로 환산

3739

Si - 해빙의 형성 발달 과정

숫자 부호

0 새로 형성된 해빙(신성빙)만 있음(침상결빙, grease ice, slush, shuga)

1 판상 빙곡(두께 10cm 미만)

2 판상 연빙 : 엷은 또는 두꺼운 판상 연빙(두께 10~30cm)

3 대부분이 신성빙 또는 판상 연빙이나 일부에 일년빙을 동반한다

4 대부분이 엷은 일년빙이나 일부에 신성빙 또는 판상연빙을 동반한다

5 전부가 엷은 일년빙(두께 30~70 cm)

6 대부분이 보통(두께 70~120 cm) 정도의 1년빙 또는 두꺼운(두께 120 cm 이상) 
일년빙이나 일부에 약간 엷은 일년빙을 동반한다 

7 전부가 보통 또는 두꺼운 일년빙

8 대부분이 보통 또는 두꺼운 일년빙이나 일부에 다년빙(통상 두께 2m 이상)을 동반한다

9 대부분이 다년빙

/
어둠 또는 시정불량 때문에 육빙만이 보이거나 또는 선박이 빙단에서 0.5해리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보고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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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1

S0 - 서리 또는 유색의 강수

숫자 부호

0 수평면의 서리

1 수평면 및 연직면의의 서리

2 모래 도는 사막의 먼지를 포함하는 강수

3 화산재를 포함하는 강수

3762

S1, S2 - 2CSS1S2,SZ1 군에 뒤따르는 점으로 형성된 선에 의해서 분할된 구역의 특성   (선의 

오른쪽 구역, S1은 선의 우측에 있는 구역, S2는 선의 내부구역)

숫자 부호

0 하늘이 맑거나 또는 구름 조금

1 하늘이 흐리거나 많이 흐림

2 앞쪽 또는 옆쪽 구역

3 중앙구역

4 뒤쪽구역

5 뇌전구역

6 안개

7 연결구역

8 불안정

9 층운(800 m 이하) 또는 층적운

3763

S1 - 가장 많은 해빙의 발달 과정

S2 - 두 번째로 많은 해빙의 발달 과정

S3 - 세 번째로 많은 해빙의 발달 과정

S4 - 네 번째로 많은 해빙의 발달 과정

S5 - 다섯 번째로 많은 해빙의 발달 과정



부호표 

- 306 -

숫자 부호

0 발달과정 없음

1 새로 형성된 해빙

2 빙곡, Dark nilas, Light nilas

3 엷은 판상 해빙

4 두꺼운 판상 해빙

5 첫 해의 엷은 해빙

6 첫 해의 보통 해빙

7 첫 해의 두터운 해빙

8 두 해의 해빙

9 여러 해의 해빙

/ 결정할 수 없거나 불명

3764

S6 - 동결된 부착물의 형태

숫자 부호

0 우빙

1 수빙

2 조빙

3 보통 눈의 부착 

4 습설의 부착

5 동결 습설의 부착

6 혼합부착(우빙과 무빙 또는 무빙과 동결된 습설 등이 동시에 부착된 것)

7 땅얼음*  

* 지면의 얼음 또는 표면이 언 눈, 얼은 액체성 강수, 즉 비, 이슬비, 짙은 안개 입자, 습설이 얼어서 

발생되기도 하며, 녹은 지면의 눈이 얼어서 되는 경우도 있다. 땅얼음에서는 도로교통 때문에 압축

되어 단단하게 지면이 얼어버린 눈 등이 포함된다. 땅얼음은 우빙과는 다르고 지면에서만 볼 수 있

는 것으로 도로상에서 많이 관측된다.

3765

S7 - 적설의 특성

숫자 부호 숫자 부호

0 가벼운 신적설 5 습한 구적설

1 바람에 날린 신적설 6 표면이 굳어진 푸석푸석한 눈

2 다져진 신적설 7 표면이 굳어진 단단한 눈

3 푸석푸석한 구적설 8 표면이 굳어진 습한 눈

4 단단한 구적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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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6

S8 - 눈보라 현상 (바람에 불려 올려진 눈)

숫자 부호

0 눈 연무

1 땅날린 눈, 약 또는 보통, 강설이 있거나 없음

2 땅날린 눈, 강, 강설 없음

3 땅날린 눈, 강, 강설 있음

4 높은 날린 눈, 약 또는 보통, 강설 없음

5 높은 날린 눈, 강, 강설 없음

6 높은 날린 눈, 약 또는 보통, 강설 있음

7 높은 날린 눈, 강, 강설 있음

8 땅날린 눈과 높은 날린 눈, 약 또는 보통, 강설이 있는지 없는지 판별이 안됨

9 땅날린 눈과 높은 날린 눈, 강, 강설이 있는지 없는지 판별이 안됨

3775

S′7 - 적설 상태

숫자 부호

0 평평한 적설, 지면은 얼어있고 불려와서 쌓인 것은 아님

1 평평한 적설, 지면은 얼어있지 않고 불려와서 쌓인 것은 아님

2 평평한 적설, 지면상태는 불명, 불려와서 쌓인 것은 아님

3 다소 울퉁불퉁한 적설, 지면은 얼어있음, 불려와서 약간 쌓임

4 다소 울퉁불퉁한 적설, 지면은 얼어있지 않음, 불려와서 약간 쌓임

5 다소 울퉁불퉁한 적설, 지면상태는 불명, 불려와서 약간 쌓임

6 대단히 울퉁불퉁한 적설, 지면은 얼어있음, 불려와서 깊게 쌓임

7 대단히 울퉁불퉁한 적설, 지면은 얼어있지 않음, 불려와서 깊게 쌓임

8 대단히 울퉁불퉁한 적설, 지면상태는 불명, 불려와서 깊게 쌓임

3776

S′8 - 날린눈의 진행상태

숫자 부호

0 관측 전에 날린눈 현상이 끝남

1 약해짐

2 변화 없음

3 강해짐

4 지속되고 있음, 30분 미만의 중단은 계속으로 간주

5 일반적으로 날린눈이 지상부근에서 날린눈이 됨

6 지면에 가까운 날린눈이 전체적으로 날린눈이 되고 있음

7 날린눈이 30분 이상의 중단후 다시 시작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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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7

SS - NN 부호와 관련한 기압계 또는 전선의 구역

숫자 부호

00 구역 없음

01 북동 구역

02 동쪽 구역

03 남동 구역

04 남쪽 구역

05 남서 구역

06 서쪽 구역

07 북서 구역

08 북쪽 구역

3778

SpSpspsp- 보충정보

주 :  9SpSpspsp 군은 관측시 또는 ww나 W1W2가 적용되는 시간에 발생한 현상의 보충정보를 주기 위해 

사용한다. 시각 또는 계속시간은 1개 이상의 시간군(SpSpspsp=00~09)으로 언제 어디서나 

적절히 나타낼 수 있음.

 9SpSpspsp

 Sp Sp = 00 ~ 09 : 시각 및 변화

900tt 시작 시각 7wwW1W2군의 ww로 보고하는 일기현

상900zz 위치 또는 강도 

901tt 7wwW1W2군의 ww로 보고하는 일기현상의 끝난 시각 

902tt 시작 시각 다음 9SpSpspsp 군으로 보고하는 일기현

상의 변화903zz 위치 또는 강도

903tt 앞의 9SpSpspsp 군으로 보고하는 일기현상의 끝난 시각

904tt 다음 9SpSpspsp 군으로 보고하는 일기현상의 발생 시각

905tt
지속성이 없는 일기현상의 기간 또는 지

속성이 있는 일기현상의 시작 시각
7wwW1W2군의 ww로 보고한다

906tt
지속성이 없는 일기현상의 기간 또는 지

속성이 있는 일기현상의 시작 시각
다음 9SpSpspsp 군으로 보고한다

907tt 관측시에는 끝났으나 9SpSpspsp군으로 보고하는 일기현상의 계속시간

908 사용하지 않음

908Rtdc RRR로 나타나는 강수의 시작 또는 끝난 시각, 강수의 계속시간과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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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Sp = 10 ~ 19 : 바람 및 Squall

910ff 관측 직전 10분간의 최대순간풍속

911ff 최대순간풍속

   907tt 군으로 따로 지정이 없는 경우

   7wwW1W2군의 W1W2의 적용시간, 또는

   904tt군으로 나타내는 관측 직전 10분간

912ff 최대평균풍속

913ff 평균풍속

914ff 최소평균속도

915dd 풍향

916tt 풍향의 뚜렷한 시계방향의 변위(순전)

917tt 풍향의 뚜렷한 반시계방향의 변위(반전)

918sqDp Squall의 특성 또는 형태, 또한 관측소에 접근해오는 방향

919MwDa 용오름, 토네이도 회오리바람, 먼지 회오리

주 : (1) 풍속이 99단위(knot 단위 또는 m/s 단위는 iw로 표시) 이상일 때는 전보식 제1절의 경우와 

같이 두 개의 군을 사용한다. 예를 들면, 관측 전 10분간의 최대 순간풍속이 135 kt 이상

이면 91099 00135가 된다.

(2) 912ff 군과 914ff 군에서 보고하는 평균풍속은 W1W2의 적용시간 또는 앞의 시간군에서 

표시하는 기간의 임의의 10분간의 평균순간풍속으로 정의된다.

(3) 풍속 또는 풍향의 중요한 변화는 변화 전후의 풍향 또는 풍속을 보고하는  913ff 군 또는 

915dd 군으로 보고한다. 변화가 있었던 시각은 두 번째 군의 913ff 군 및 915dd 군의 

앞에 두는 906tt 군에 나타낸다. 풍속이 약하고 풍향의 변동폭이 클때의 변화는 원칙적으로 

보고하지 않는다. 강풍의 갑작스런 시작이나 끝남, 또 강풍시의 풍향이나 풍속의 급변을 

“큰 변화(significant)”라고 한다.

SpSp = 20 ~ 29 : 바다의 상태 착빙현상 및 적설

920SFx 바다의 상태 및 최대풍력(보퍼트 풍력계급 9 이하)

921SFx 바다의 상태 및 최대풍력(보퍼트 풍력계급 10 이상)

922S′V′s 비행기 착수역의 수면상태 및 시정

923S′S 착수역 수면상태 및 먼바다의 상태

924Vs 연안관측소로부터 바다방향의 시정 및 바다의 상태

925TwTw 해수욕 시기의 해수욕장 수온

926S0i0 서리 또는 유색의 강수

927S6Tw 동결된 부착물 

928S7S′7 적설의 특성 및 상태

929S8′S′8 날린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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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Sp = 30 ~ 39 : 강수량 또는 부착물의 양

930RR 강수량
907tt 군에서 따로 지정이 안된 경우는

7wwW1W2군의 W1W2적용시간 동안931ss 신적설의 깊이

932RR 우박의 최대직경

933RR 관측 시 지상 고체강수의 상당수량

934RR 관측 시 부착된 우빙의 직경

935RR 관측 시 부착된 무빙의 직경

936RR 관측 시 혼합된 부착물의 직경

937RR 관측 시 부착된 습설의 직경

938nn 표면에 부착된 우빙의 증가율 - mm/h 단위

939hghg
앞의 9SpSpspsp 군에서 보고된 부착물의 직경을 관측한 위치의

지면 높이 - m 단위

939nn 우박의 최대직경 - mm 단위

주 : 부착물의 직경이라 함은 그 단면의 최대축으로부터 측정봉의 직경을 뺀 것이다.

D - 우빙 또는 무빙의 직경

T - 우빙 또는 무빙의 두께

d - 측정봉의 직경

SpSp = 40 ~ 49 : 구름

940Cn3 구름의 발달도

941CDp 구름이 움직여 오는 방향

942CDa 구름이 가장 밀집해 있는 위치

943CLDp 하층운이 움직여 오는 방향

944CLDa 하층운이 가장 밀집해 있는 위치

945htht 최저운이 구름윗면고도 또는 최저구름층 또는 안개의 높이

946CcDa 열대요란에 동반하는 구름의 색깔 또는 구름의 수렴 방향

947Ce′ 구름의 고도각

948C0Da 지형성 구름

949Ca′Da 연직으로 발달한 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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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Sp = 50~59 : 산이나 산기슭에 걸친 구름 또는 골짜기, 평지에 걸친 구름을 높은 장소에

서 관측한 상태

950Nmn3 산 및 산기슭에 걸친 구름의 상태

951Nvn4
낮은 장소의 관측소로부터 관측한 골짜기, 평지에 낀 안개, 박무

또는 낮은 구름

952~957 사용하지 않음

958EhDa 구름이 가장 밀집해 있는 위치
앞의 9SpSpspsp군에서 보고한다

959vpDp 구름이 모여 다가오는 속도와 방향

Sp Sp = 60~69 : 현재일기 및 과거일기 

960ww
7wwW1W2군의 ww로 보고하는 일기현상과 동시 혹은 추가적으로 관측되는 현재

일기 현상

961w1w1

7wwW1W2군의 ww로 보고하는 일기현상과 동시 혹은 추가적으로 관측되는 현재

일기 현상 또는 7wwW1W2군에서 보고하는 현재천기(ww)의 부연 설명

962ww 관측 전에 있었으나 관측 시는 없는 일기현상으로 7wwW1W2군의 ww=20~29로 

보고하는 일기현상의 악화되는 상태963w1w1

964ww W1W2의 적용시간동안 또 7wwW1W2 군의 W1과 W2로 보고한 일기현상의 악화된 상

태965w1w1

966ww
9SpSpspsp의 시간군에 나타낸 시각 또는 그동안 발생한 일기현상

967w1w1

968 사용하지 않음

9696Da   Da 방향의 뇌전과 관계없는 관측소의 비

9697Da   Da 방향의 뇌전과 관계없는 관측소의 눈

9698Da   Da 방향의 뇌전과 관계없는 관측소의 소나기

SpSp = 70~79 : 현상위치 및 이동

970EhDa

보고하는 현상이 가장 밀집되어 있는 

위치

7wwW1W2 군의 ww

971EhDa 960ww 군의 ww

972EhDa 961w1w1 군의 w1

973EhDa 7wwW1W2 군의 W1

974EhDa 7wwW1W2 군의 W2

975vpDp

보고하는 현상이 이동하는 속도와 

방향

7wwW1W2 군의 ww

976vpDp 960ww 군의 ww

977vpDp 961w1w1 군의 w1

978vpDp 7wwW1W2 군의 W1

979vpDp 7wwW1W2 군의 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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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Sp = 80 ~ 89 : 시정

980VsVs 바다 방향의 시정

981VV 동북 방향의 시정

982VV 동쪽 방향의 시정

983VV 남동 방향의 시정

984VV 남쪽 방향의 시정

985VV 동서 방향의 시정

986VV 서쪽 방향의 시정

987VV 북서 방향의 시정

988VV 북쪽 방향의 시정

989Vb′Da 관측 전 1시간내의 시정변화 및 이 변화를 관측한 방향

SpSp = 90~99 : 광학현상 및 기타정보

990Z0i0 광학현상

991ADa 신기루

99190 센트에르모의 불

992Nttw 비행운

993CSDa 특수한 구름

994A3'Da 주간밝기

995nn
  9SpSpspsp의 시간군으로 지시되지 않으면 W1W2 적용시간 내의 

  해면경정기압의 최저값 - hPa의 10위 및 1위

996TvTv 기온의 급격한 상승, ℃단위

997Tv′v 기온의 급격한 하강, ℃단위

998UvUv 상대습도의 급격한 상승, %단위

999UvUv 상대습도의 급격한 하강, %단위

주 : 996TvTv  ,997TvTv  998UvUv 및 999UvUv 군은 기온 또는 습도의 일변화 보고에 사용해서

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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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0

SfSf - 현저한 특징의 종관적 해석

숫자 부호

00 하층 기압마루

01 고층 기압마루, 좁음

02 하층 기압마루, 보통

03 고층 기압마루, 넓음

10 준 정체전선, 조각난 구름형

11 준 정체전선, 연속적인 구름 덩어리

12 한랭전선, 조각난 구름형

13 한랭전선, 연속적인 구름 덩어리

14 온난전선, 조각난 구름형

15 온난전선, 연속적인 구름 덩어리

16 폐색전선

17 스콜라인

18 비전선성 중위도 구름대

20 전선 구름대가 확장되고 있는 영역

21 잘 발달된 전선파동

22 전선이 동반된 초기의 소용돌이

23 폐색되고 있는 소용돌이, 한기유입

24 발달한 소용돌이, 완전히 폐색

25 소멸해가는 소용돌이

26 산맥이나 다른 장애물의 풍하측에 생기는 파로 인해 형성되는 구름

27 섬이나 고립된 장애물의 풍하측에 있는 소용돌이에 의한 구름

28 지형성 푄 현상으로 인한 청천지역

29 지형성 구름계

30 양의 소용돌이로 이류 최대지역, 발달한 Cu 또는 Cb

31 양의 소용돌이 이류 최대지역, 구름 덩어리

32 소용돌이 최대지역, 콤마형 구름, 청천역에 하강류 동반하지 않음

33 소용돌이 최대지역, 콤마형 구름, 청천역에 하강류 동반

34 절리 소용돌이

35 2차 소용돌이 중심, 권운 꼬리가 없는 나선형의 Cu 또는 Cb

36 2차 소용돌이 중심, 권운 꼬리가 있는 나선형의 Cu 또는 Cb

40 하층 기압골

41 고층 기압골, 한랭전선형 구름 덩어리에 의해 결정

42 고층 기압골, 주요 구름덩이 동반

43 고층 기압골, 초생달 모양의 구름형성에 선행

44 고층 기압골, 권운의 꼬리로 결정

50 제트류, 권운의 그림자 또는 가장자리로 결정

51 50과 같음, 횡선 줄무늬가 있음

52 제트류, 권운의 줄무늬로 결정

53 52와 같음, 횡선 줄무늬가 있음

54 제트류, 구름조직의 변화로 결정

55 제트류, 세포형 구름형의 변화로 결정

60 독립된 적난운의 구성, 권운의 꼬리가 발생지에서 위도 1° 이내로 퍼짐

61 60과 같음, 권운의 꼬리가 발생지로부터 위도 1° 를 넘게 퍼짐

62 적난운 군집구역, 권운의 꼬리가 발생지에서 위도 1° 이내로 퍼짐

63 62와 같음, 권운의 꼬리가 발생지에서 위도 1° 를 넘게 퍼짐

70 특징이 없는 열대수렴대

71 권운으로 덮인 일양한 적난운의 밝은 구름대의 열대수렴대(ITCZ)

72 무역풍의 방향을 따라 놓인 수렴축에 모여있는 적운형 구름의 열대수렴대

74 적난운을 동반하지 않은 제방 모양의 열대구름

75 적난운을 동반한 제방 모양의 열대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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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부호

76 열대 파동

77 바람시어선

88 넓게 퍼진 모래보라 또는 먼지보라 지역

89 연기가 넓게 퍼진 지역

90 기압마루

91 전선 구름대

92 전선파동

93 와동

94 수렴대(ITCZ를 포함)

95 제트류

96 양의 소용돌이도이류 최대지역(콤마형 구름 형성, 활발한 대류 등)

97 기압골

98 주요 구름계

99 현저한 특징의 종관해석을 결정할 수 없음

 : (1) 숫자 부호 90~99는 더 상세한 종관해석이 불가능할 때 사용한다.

   (2) SfSf=88, 89 또는 98인 경우, 2절의 위치군은 주요 구름계, 모래보라나 먼지보라가 넓게 퍼진 

지역, 또는 연기 지역을 표시한다.

3790

StSt - 열대저기압 강도

숫자 부호 현재 강도(CI 수) 최대풍속(kt) 최대풍속(m/s)

00 쇠약중

15 1.5 25 13

20 2 30 15

25 2.5 35 18

30 3 45 23

35 3.5 55 28

40 4 65 33

45 4.5 77 39

50 5 90 46

55 5.5 102 52

60 6 115 59

65 6.5 127 65

70 7 140 72

75 7.5 155 79

80 8 170 87

99 온대저기압화 되고 있음

// 결정할 수 없음

주 : 위성영상에서 현재강도(CI) 수를 결정하는 방법은 WMO No 305-Guide on the Global 

data-processing System 에 설명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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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3

sc - 기상위성 자료로부터 판단된 눈 또는 얼음의 특성

숫자 부호

0 부분적 적설

1 연속적 적설

2 해변얼음

3 눈으로 덮인 얼음

4 물이 얕은 곳의 얼음

5 해빙 밀집됨

6 해빙 깨어짐

7 해빙 흩어짐

8 해빙 사이의 수로

9 빙산

/ 눈 또는 얼음의 상태를 결정할 수 없음 

3845

sn - 자료의 부호 및 상대습도 지시부

   - 지수의 부호

   - rrrrrrr로 지시된 관련 값의 부호

숫자 부호

0 + 또는 0

1 -

9 상대습도가 뒤에 이어짐

주 : (1) 숫자 부호 2~8은 사용하지 않음

     (2) 숫자 부호 9의 사용은 12.2.3.3.1 참조

3847

sp - Pasquill Gifford의 안정도

숫자 부호 숫자 부호

0 자료 입수안됨 5 C

1 A 6 D

2 A-B 7 E

3 B 8 F

4 B-C 9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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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8

sq - 스콜의 특성 또는 형태

숫자 부호

0 스콜 다음의 고요(Carm) 또는 약한 바람

1 연속적인 스콜 다음의 고요 또는 약한 바람

2 스콜 다음의 돌풍

3 연속적인 스콜 다음의 돌풍

4 돌풍 다음의  스콜

5 Squall을 동반하는 단속적인 돌풍

6 관측소에 접근하고 있는 스콜

7 선 스콜

8 낮거나 높게 날린 먼지 또는 모래를 동반하는 스콜

9 낮거나 높게 날린 먼지 또는 모래를 동반하는 Line 스콜

3849

sr - 태양 및 적외선 복사량의 보정

숫자 부호

0 보정하지 않음

1 CIMO 태양 복사량 보정 및 CIMO 적외선 복사량 보정

2 CIMO 태양 복사량 보정 및 적외선 복사량 보정

3 CIMO 태양 복사량만 보정

4 라디오존데 장치로 태양 및 적외선 복사량 자동보정

5 라디오존데 태양복사량 자동보정

6 국가규정에 따라 태양 및 적외선 복사량 보정

7 국가규정에 따라 태양 복사량 보정

3850

ss - 해수면온도의 부호 및 측정 형태에 관한 지시부

숫자 부호 부     호 측정형태

0 + 또는 0 취수구

1 - 취수구

2 + 또는 0 두레박

3 - 두레박

4 + 또는 0 선체 접촉 수감부

5 - 선체 접촉 수감부

6 + 또는 0 기타

7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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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5

sw - 습구온도의 부호 및 형태에 관한 지시부

숫자 부호

0 보정하지 않음

1 CIMO 태양 복사량 보정 및 CIMO 적외선 복사량 보정

2 CIMO 태양 복사량 보정 및 적외선 복사량 보정

5 라디오존데 장치로 태양 및 적외선 복사량 자동보정

6 라디오존데 태양복사량 자동보정

7 국가규정에 따라 태양 및 적외선 복사량 보정

3856

sx - 뒤 따르는 자료군(제3절) 및 극의 직교좌표 (제2절)에 대한 부호 지시부

숫자 부호 첫번째 요소 두 번째 요소

0 + 또는 0 + 또는 0

1 - + 또는 0

2 + 또는 0 -

3 - -

3866

s1 - 항법장치 종류

숫자 부호

0 관성항법장치

1 오메가

3867

s2 - 사용한 관측장치의 종류

숫자 부호

0 ASDAR

1 ASDAR (ACARS 설치, 미가동)

2 ASDAR (ACARS 설치, 가동)

3 ACARS 

4 ACARS (ASDAR 설치, 미가동)

5 ACARS (ASDAR 설치,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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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부호

0 낮음 (정확도 약 2.0℃)

1 높음 (정확도 약 1.0℃)

숫자 부호 cm 숫자 부호 cm 숫자 부호 cm

00 0 34 34 68 180

01 1 35 35 69 190

02 2 36 36 70 200

03 3 37 37 71 210

04 4 38 38 72 220

05 5 39 39 73 230

06 6 40 40 74 240

07 7 41 41 75 250

08 8 42 42 76 260

09 9 43 43 77 270

10 10 44 44 78 280

11 11 45 45 79 290

12 12 46 46 80 300

13 13 47 47 81 310

14 14 48 48 82 320

15 15 49 49 83 330

16 16 50 50 84 340

17 17 51 51 85 350

18 18 52 52 86 360

19 19 53 53 87 370

20 20 54 54 88 380

21 21 55 55 89 390

22 22 56 60 90 400

23 23 57 70 91 0.1

24 24 58 80 92 0.2

25 25 59 90 93 0.3

26 26 60 100 94 0.4

27 27 61 110 95 0.5

28 28 62 120 96 0.6

29 29 63 130 97 0.1미만

30 30 64 140 98 400초과

31 31 65 150 99 측정불능

32 32 66 160 또는 부정확

33 33 67 170

3868

s3 - 온도 정확도

3870

ss - 신적설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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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2

sasa - 사용 장비의 추적기법/상태(부록 2. : COMMON CODE C-7 참조) 

3889

sss - 적설 깊이

숫자 부호 숫자 부호

000 사용안함 997 0.5 cm 미만

001 1 cm 998 적설은 있으나 연속적은 아님

: : 999 측정불능 또는 부정확함

996 996 cm

주 : 규정 12.4.6.1. 및 12.4.6.2항 참조

3931

Ta -  PaPaPa의 기압면에 대한 기온의 0.1℃ 근사값 및 부호(+ 또는 -)

Ta -  기온의 0.1℃ 근사값 및 부호

Tat -  대류권계면 기온의 0.1℃ 근사값 및 부호(+ 또는 -)

Ta0

Ta1

......

Tan

 아래 자료의 0.1℃ 근사값 및 부호(+ 또는 -)

 (a) 관측소의 고도로부터 시작, 지정고도의 기온

  (b) 상당흑체온도

관측된 기온의 0.1℃ 수
숫   자   부   호

+ 기 온 - 기  온

0
0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부호표 

- 320 -

3933

Tc - 열대계 특성

숫자 부호

0 기사 없음

1 확실하지 않음

2 뚜렷이 결정됨

3 준정체

4 존재는 확실

5 존재는 불확실

6 발생 의심스러움

7 위치는 확실

8 위치는 불확실

9 이동은 의심스러움

3939

Ti - 열대계 강도(Tt = 0 ~ 8일 때)

숫자 부호
0 기사 없음

1 약, 약해지고 있음

2 약, 거의 또는 전혀 변화 없음

3 약, 강해지고 있음

4 보통, 약해지고 있음

5 보통, 거의 또는 전혀 변화 없음

6 보통, 강해지고 있음

7 강, 약해지고 있음

8 강, 거의 또는 전혀 변화 없음

9 강, 강해지고 있음

3940

Ti - 열대계 강도 (Tt = 9일 때)

숫자 부호 보퍼트계급 평균풍속(kt) 평균풍속(m/s) 평균풍속(km/h)

0 10 48~55 245~28.4 89~102

1 11 56~63 28.5~32.6 103~117

2 12 64~71 32.7~36.9 118~133

3 12 72~80 37.0~41.4 134~149

4 12 81 이상 41.5 이상 150 이상

5 5 17~21 8.0~10.7 29~38

6 6 22~27 10.8~13.8 39~49

7 7 28~33 13.9~17.1 50~61

8 8 34~40 17.2~20.7 62~74

9 9 41~47 20.8~24.4 75~88

주 : Tt = 9 일때 숫자 부호는 보고된 저기압 순환에서의 최대풍력을 나타내며, 예상인 경우에는 예상시각의 최대풍력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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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2

Tt - 열대계의 순환형태

숫자 부호

0 열대 수렴대

1 시어라인 (풍향급변선)

2 수렴선 또는 수렴대

3 무풍대의 축

4 편서풍의 기압골

5 편동풍의 기압골

6 저압부

7 풍속급변선

8 발산선 또는 발산대

9 열대저기압성 순환

3955

Tw - 우빙 또는 무빙에 관한 W1W2 적용시간내의 기온변화

숫자 부호

0 기온 일정

1 기온 하강, 0℃ 이하로 하강하는 것은 제외

2 기온 상승, 0℃ 이상으로 상승하는 것은 제외

3 기온 하강, 0℃ 이하로 하강

4 기온 상승, 0℃ 이상으로 상승하

5 불규칙한 변화, 0℃를 지나감

6 불규칙한 변화, 0℃를 지나가지 않음

7 기온변화가 관측되지 않음

8 보류

9 온도계가 없어서 온도변화를 알수 없음

3956

Tn - 최저기온

Tx - 최고기온

숫자 부호 섭씨온도

0 - 10℃ 미만

1 - 10℃ ~ - 5℃

2 - 5℃ ~ - 1℃

3 약 0℃ (거의 ± 1℃)

4 1℃ ~ 5℃

5 5℃ ~ 10℃

6 10℃ ~ 20℃

7 20℃ ~ 30℃

8 30℃ 이상

9 기온예보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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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2

T1 - 가장 큰 범위의 해빙 형태

T2 - 두 번째로 큰 범위의 해빙 형태

숫자 부호

0 평탄한 해빙

1 뗏목 해빙

2 손가락형 뗏목 해빙

3 빙구

4 새로 형성된 빙맥

5 풍화된 빙맥

6 상당히 풍화된 빙맥

7 오래된 빙맥

8 동결된 빙맥

9 서 있는 빙맥

/ 결정할 수 없거나 불명

4001

t - snTtTtTt 로 나타낸 측정온도값의 종류

숫자 부호

1 측정 시 기온

2 측정 시 이슬점온도

3 24시간 동안 최고기온

4 24시간 동안 최저기온

5 측정 시 수온

주 : 숫자 부호 6~9는 다른 내용의 설명을 위해 지역협정으로 사용한다. 

4006

tE - 가장 많은 형의 해빙의 두께, 적설은 포함하지 않음

숫자 부호

0 5 cm 미만

1 5 ~ 9  cm

2 10 ~ 19  cm

3 20 ~ 29  cm

4 30 ~ 39  cm

5 40 ~ 59  cm

6 60 ~ 89  cm

7 90 ~ 149  cm

8 150 ~ 249  cm

9 250 cm 이상 

/ 결정할 수 없음 또는 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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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3

tL - 층 두께

숫자 부호

0 구름윗면까지

1 300 m

2 600 m

3 900 m

4 1,200 m

5 1,500 m

6 1,800 m

7 2,100 m

8 2,400 m

9 2,700 m

4019

tR - 전문보고시각에 끝난 강수량 측정 기준시간

숫자 부호

1 관측시간 전 6시간의 총강수량

2 관측시간 전 12시간의 총강수량

3 관측시간 전 18시간의 총강수량

4 관측시간 전 24시간의 총강수량

5 관측시간 전 1시간의 총강수량

6 관측시간 전 2시간의 총강수량

7 관측시간 전 3시간의 총강수량

8 관측시간 전 9시간의 총강수량

9 관측시간 전 15시간의 총강수량

주 : (1) 강수시간이 부호표 4019에 포함 안된 경우 또는 보고시각에 강수가 끝나지 않으면 tR은 0으

로 한다.

(2) 회원국들은 숫자 부호 ‘0’을 사용을 요구하는 국제적 관례로부터 어떤 편향도 피하기를 권장한

다. 부호 ‘0’의 설명은 the Manual on Codes Volume II 제정 절차에 있다. 

 

4035

te - 열대저기압의 중심 또는 눈의 이동을 계산한 시간간격

숫자 부호
3 전 15분 동안

4 전 30분 동안

5 전 1시간 동안

6 전 2시간 동안

7 전 3시간 동안

8 전 6시간 동안

9 6시간 이상

/ 결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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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4

tm - 열대저기압의 이동을 계산한 시간 간격

숫자 부호

0 1시간 미만

1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2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3 3시간 이상 6시간 미만

4 6시간 이상 9시간 미만

5 9시간 이상 12시간 미만

6 12시간 이상 15시간 미만

7 15시간 이상 18시간 미만

8 18시간 이상 21시간 미만

9 21시간 이상 30시간 미만

/ 이동에 관한 군 (9dsdsfsfs)이 포함되지 않음

 

4047

tp - RRRR로 보고하는 강수의 측정기간/또는 눈의 상당 강수량의 측정시각

숫자 부호

0 관측 전 1시간 동안의 총강수량

1 관측 전 2시간 동안의 총강수량

2 관측 전 3시간 동안의 총강수량

3 관측 전 6시간 동안의 총강수량

4 관측 전 12시간 동안의 총강수량

5 관측 전 24시간 동안의 총강수량

6 관측 전 48시간 동안의 총강수량

7 지난 10일 동안의 총강수량

8 관측 전 1개월간의 총강수량

9 관측시간에 강설의 상당강수량

/ 관측 전 24시간 동안 강설의 상당강수량 

4055

tw - 현상의 시작시각에서 관측시까지의 시간

숫자 부호

0 0 ~ 30분

1 30분 ~ 1시간

2 1시간 ~ 1시간 30분

3 1시간 30분 ~ 2시간 

4 2시간 ~ 2시간 30분

5 2시간 30분 ~ 3시간

6 3시간 ~ 3시간 30분

7 3시간 30분 ~ 4시간

8 4 ~ 5시간

9 5 ~ 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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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7

tt - 관측 시까지 시간 또는 현상의 계속 시간

zz - 현상의 변화, 위치 또는 강도

숫자 부호 숫자 부호

00 관측시 43 4시간 18분

01 6분 44 4시간 24분

02 12분 45 4시간 30분

03 18분 46 4시간 36분

04 24분 47 4시간 42분

05 30분 48 4시간 48분

06 36분 49 4시간 54분

07 42분 50 5시간  0분

08 48분 51 5시간  6분

09 54분 52 5시간 12분

10 1시간  0분 53 5시간 18분

11 1시간  6분 54 5시간 24분

12 1시간 12분 55 5시간 30분

13 1시간 18분 56 5시간  36분

14 1시간 24분 57 5시간  42분

15 1시간 30분 58 5시간  48분

16 1시간 36분 59 5시간  54분

17 1시간 42분 60 6시간   0분

18 1시간 48분 61 6 ~ 7시간

19 1시간 54분 62 7 ~ 8시간

20 2시간  0분 63 8 ~ 9시간

21 2시간  6분 64 9 ~ 10시간

22 2시간 12분 65 10 ~ 11시간

23 2시간 18분 66 11 ~ 12시간

24 2시간 24분 67 12 ~18시간 

25 2시간 30분 68 18시간 이상

26 2시간 36분 69 시간 불명

27 2시간 42분 70 관측 중에 시작됨

28 2시간 48분 71 관측 중에 끝남

29 2시간 54분 72 관측 중에 시작되고 끝남

30 3시간  0분 73 관측 중에 크게 변화됨

31 3시간  6분 74 관측 후에 시작됨

32 3시간 12분 75 관측 후에 끝남

33 3시간 18분 76 관측소에

34 3시간 24분 77 관측소에, 그러나 먼 곳에는 없음

35 3시간 30분 78 사방에

36 3시간 36분 79 사방에, 그러나 관측소에는 없음

37 3시간 42분 80 관측소에 접근해오고 있음

38 3시간 48분 81 관측소로부터 물러가고 있음

39 3시간 54분 82
관측소에서 먼 곳을 지나가고 

있음

40 4시간  0분 83 먼 곳이 보임

41 4시간  6분 84
가까운 곳에서 보고됨, 그러나 

관측소에는 없음

42      4시간 12분 85
상공에, 그러나 지면부근에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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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7 계속)

숫자 부호

86 지면 부근에, 그러나 상공에는 없음

87 가끔의, 이따금

88 단속적인, 단속적으로

89 빈번한, 빈번히, 빈번한 간격으로

90 일정한, 강도가 일정한, 일정하게, 뚜렷한 변화 없음

91 증가 중, 강도가 증가 중, 증가됨

92 감소 중, 강도가 감소 중, 감소됨

93 변동이 있음, 변화가 있음

94 연속적인, 연속적으로

95 상당히 가벼운, 상당히 약한. 평균보다 상당히 아래, 상당히 엷은, 상당히 부정확한

96 가벼운, 약한, 평균이하, 엷은, 부정확한

97 보통, 보통의 세기, 평균, 보통의 두께, 거의 정확, 서서히

98 대단히 심한, 평균이상, 두터운, 정확, 갑자기

99
대단히 무거운, 매우 중대한, 극심한, 밀집한, 평균보다 매우 큰, 

매우 두터운, 매우 정확한

주 :

(1) 숫자 부호 00~69는 오직 tt에 사용하며, 관측표준시 또는 현상의 시작으로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시간을 보고한다.

(2) 숫자 부호 70~75는 시간과 변화를 결합한 것으로 요소가 관측된 실제시간이다.

(3) 숫자 부호 76~99는 오직 zz에 사용하며, 다음과 같다.

(a) 관측소에 대한 현상의 위치

(b) 변동의 정도 (87~94)

(c) 강도의 정도 (9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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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0

u - 축척 인자

숫자 부호

0 1

1 10

2 100

3 1000

4 10,000

5 0.1

6 0.01

7 0.001

8 0.0001

9 0.00001

4232

ub - tbtbtb로 표현되는 평균기간 또는 자료 변화기간의 단위

숫자 부호

0~3 사용하지 않음

4 시

평균 기간5 일

6 월

7 시

자료 변화 기간8 일

9 월

 

4242

up - 보조층의 층후 단위

숫자 부호

1 0.1 hPa

2   1 hPa

3   2 hPa

4   5 hPa

5  10 hPa

6  20 hPa

7  30 hPa

8  50 hPa

9 100 h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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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2

ut - ttt의 시간 단위

숫자 부호

1   시간

2 일

3 월

4300

V  - 지표면의 예상 시정

Vs - 연안관측소에서 바다방향의 시정

V′s - 비행기 착수역의 수면상 시정

숫자 부호 숫자 부호

0 50 m 미만 5 2 ~ 4 km

1 50 ~ 200 m 6 4 ~ 10 km

2 200 ~ 500 m 7 10 ~ 20 km

3 500 ~ 1,000 m 8 20 ~ 50 km

4 1 ~ 2 km 9 50 km 이상

4332

Vb - 관측 전 1시간 동안의 시정 변화

숫자 부호

0 시정은 변화 없음(태양*이 보임)

Da 방향

1 시정은 변화 없음(태양*이 보이지 않음)

2 시정은 좋아졌음(태양*이 보임)

3 시정은 좋아졌음(태양*이 보이지 않음)

4 시정은 나빠졌음(태양*이 보임)

5 시정은 변화 없음(태양*이 보이지 않음)

6 Da방향으로부터 안개가 접근하고 있음 

7 안개가 걷힘(소산의 경우를 제외)

방향에 관계없음8 안개가 소산됨

9 이동하는 단괴 또는 제방형 안개

* : 태양고도가 낮으면 하늘, 야간에는 달이나 별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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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7

VV  - 지상의 수평시정

VsVs  - 바다 방향의 시정

숫자 부호   km 숫자 부호   km 숫자 부호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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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8

vp - 현상의 진행속도

숫자 부호

0 5 kt 미만 9 km/h 미만 2 m/s 미만

1 5 ~ 14 kt 10 ~ 25 km/h 3 ~ 7 m/s

2 15 ~ 24 kt 26 ~ 44 km/h 8 ~ 12 m/s

3 25 ~ 34 kt 45 ~ 62 km/h 13 ~ 17 m/s

4 35 ~ 44 kt 63 ~ 81 km/h 18 ~ 22 m/s

5 45 ~ 54 kt 82 ~ 100 km/h 23 ~ 27 m/s

6 55 ~ 64 kt 101 ~ 118 km/h 28 ~ 32 m/s

7 65 ~ 74 kt 119 ~ 137 km/h 33 ~ 38 m/s

8 75 ~ 84 kt 138 ~ 155 km/h 39 ~ 43 m/s

9 95 kt 이상 156 km/h 이상 44 m/s 이상

4451

vs - 관측 전 3시간 동안의 선박의 평균속도

숫자 부호

0        0 kt        0 km/h

1  1 ~  5 kt  1 ~ 10 km/h

2  6 ~ 10 kt 11 ~ 19 km/h

3 11 ~ 15 kt 20 ~ 28 km/h

4 16 ~ 20 kt 29 ~ 37 km/h

5 21 ~ 25 kt 38 ~ 47 km/h

6 26 ~ 30 kt 48 ~ 56 km/h

7 31 ~ 35 kt 57 ~ 65 km/h

8 36 ~ 40 kt 66 ~ 75 km/h

9 40 kt 이상 75 km/h 이상

/ 해당 없음(연안관측소로부터) 또는 보고하지 않음

4504

Wc - 열대저기압의 눈의 직경 또는 장축의 길이

숫자 부호

0  5 km 미만

1  5 ~ 10 km 미만

2 10 ~ 15 km 미만

3 16 ~ 20 km 미만

4 20 ~ 25 km 미만

5 25 ~ 30 km 미만

6 30 ~ 35 km 미만

7 35 ~ 40 km 미만

8 40 ~ 50 km 미만

9 50 km 이상

/ 결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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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0

WR - 레이더로 관측된 60×60 km 단위 격자면적 내의 기상현상 또는 구름의 형태

숫자 부호

1 강수없는 층상운

2 기상현상이 없는 대류운

3 지속성 강수

4 소낙성 강수

5 소낙성 강수와 지속성 강수

6 뇌우 또는 뇌우와 소낙성 강수

7 뇌우와 지속성 강수

8 우박

9 우박과 기타 현상

/ 결정할 수 없음

4531

Wa1
자동기상관측소에서 보고되는 과거일기

Wa2 

숫자 부호

0 중요한 일기가 관측되지 않음

1 시정감소

2 날린눈․먼지현상, 시정불량

3 안개

4 강수

5 이슬비

6 비

7 눈 또는 얼음싸라기

8 소낙성 또는 단속적인 강수

9 뇌우

주 : 이 부호표에서는 각기 다른 자동관측소의 상이한 수준의 일기표현능력에 알맞게 일기를 점차 복

잡하게 표현하고 있다. 기본적인 관측능력 밖에 갖고 있지 않는 관측소에서는 보다 작은 숫자 부

호의 기본적, 총괄적인 표현(이 부호표에서는 고딕체로 표시)을 사용한다. 발전된 일기 표현능력

을 갖고 있는 관측소는 보다 상세한 표현(큰 쪽의 숫자 부호)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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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6

Wf - SfSf로 나타낸 특징의 평균 폭 또는 평균 직경 또는 열대저기압 구름역의 평균 직경

숫자 부호

0 위도 1° 미만

1 위도 1° 이상  2° 미만

2 위도 2° 이상  3° 미만

3 위도 3° 이상  4° 미만

4 위도 4° 이상  5° 미만

5 위도 5° 이상  6° 미만

6 위도 6° 이상  7° 미만

7 위도 7° 이상  8° 미만

8 위도 8° 이상  9° 미만

9 위도 9° 이상  

/ 결정할 수 없음

4544

Wm -  예상 일기

숫자 부호

0 시정 보통 ~ 양호(5 km 이상)

1 선체의 상부구조에 착빙 축적의 위험(기온 0℃~-5℃)

2 선체의 상부구조에 착빙 축적의 큰 위험(기온 -5℃ 이하)

3 박무(시정 1 ~ 5 km)

4 안개(시정 1 km 미만)

5 이슬비

6 비

7 눈 또는 진눈개비

8 스콜형 일기, 소나기 동반 또는 동반하지 않음

9 뇌우

4552

Wt - 해빙 간격의 형태

숫자 부호

0 간격이 없음

1 갈라짐

2 매우 작은 분열(0~49 m)

3 작은 분열(50~199 m)

4 중간 크기의 분열(200~499 m)

5 큰 분열(500 m 이상)

6 수로, 연안수로, 분리대수로

7 빙호, 연안수로, 분리대빙호

8 재현수호

9 빙원 사이의 수역

/ 결정할 수 없거나 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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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 과거 시간의 일기

W1, W2 - 과거일기

숫자 부호

0 과거일기 적용시간을 통해서 운량이 


 이하

1 과거일기 적용시간을 통해서 운량이 


을 넘었으며, 일시적으로 



이하였음

2 과거일기 적용시간을 통해서 운량이 


을 넘었음

3 먼지보라, 모래보라 또는 높은 날린 눈

4 안개, 빙무 또는 짙은 연무

5 이슬비

6 비

7 눈 또는 진눈깨비

8 소낙성 강수

9 뇌우, 강수유무와 무관하다.

4635

we - 일기

숫자 부호

1 특정 구름밑면의 고도

2 시정

3 풍력

4 착빙

5 난류

6 스콜

7 눈덮임

8 포화역(상대습도 100% 구역 : i = 0) 

주 : we의 강도 또는 특징에 관해서는 부호표 1800 참조

4639

wi - 바람자료의 결정방법

숫자 부호

1 적외채널로 관측한 구름의 이동에서 유도된 바람자료 

2 가시채널로 관측한 구름의 이동에서 유도된 바람자료 

3 수증기채널로 관측한 구름의 이동에서 유도된 바람자료 

4 스팩트럼 채널의 결합으로 관측한 구름의 이동에서 유도된 바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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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부호

광학현상 

이외의

기상현상 없음

00 구름 변화 불명

관측 전 1시간내

의 하늘 상태의 

변화

01
구름이 소산하고 있던가 또는 발달이 

둔화되고 있음

02 하늘 상태 전반에 변화 없음

03 구름이 발생 또는 발달하고 있음

연무, 먼지, 

모래 또는 

연기

04
연기, 예를 들면 산불의 연기, 공장의 연기, 화산재 등으로 인하여 시

정이 나빠지고 있음

05 연무

06
하늘에 넓게 퍼진 먼지(황사 포함) 부유하고 있음, 관측시에 관측소 

부근에서 바람에 불려 올라간 것은 아님

07

관측 시 관측소 또는 관측소 부근에서 바람에 불려 올려진 먼지 또

는 모래(날린먼지)는 있지만, 발달한 회오리바람, 먼지보라 또는 모

래보라는 없음. 또한 선박관측의 경우 관측위치에 비말이 있음 

08
관측 시 또는 관측 전 1시간 내 관측소 또는 관측소 부근에서 발달한 

회오리 바람이 일어났지만 먼지보라 또는 모래보라는 없음

09
관측 시 시계 내에 먼지보라 또는 모래보라가 있음. 또는 관측 전 1시간 

이내에 관측소에 먼지보라 또는 모래보라가 있음  

10 박무

4677

ww - 유인관측소에서 보고하는 현재일기

ww = 00~49 : 관측 시에 관측소에 강수현상 없음

ww = 00~19 : 관측 시 또는 관측 전 1시간내(단, ww=09 및 17은 제외)에        

관측소*에 강수, 안개, 빙무(ww=11 및 12는 제외), 먼지보라, 모래보라, 또는 날린눈이 없음 

* 육상관측소 및 선박관측소 포함

11 산재하고 있음 땅안개 또는 빙무가 육상에서는 높이가 약 2 m 이하이고 해상에

서는 약 10 m 이하임. 12 다소 지속성이 있음

13 번개는 보이지만 천둥은 들을 수 없음

14 시계 내에 강수가 있지만 지면 또는 해면에 도달하지는 않음

15 시계 내에 강수가 있고 지면 또는 해면에 도달하고 있지만 관측소에서 5 km 이상 덜어진 거리임

16 시계 내에 강수가 있고 지면 또는 해면에 도달하고 있지만 관측소에는 강수가 없고 부근에 있음

17 뇌우, 관측 시에 강수현상 없음

18 스콜 관측 시 또는 관측 전 1시간 내 관측소 또는 시계 내에 

있음19 깔때기 구름**

ww = 20~29 : 관측 전 1시간 내 관측소에 강수, 안개, 빙무 또는 뇌전이 

      있지만 관측 시에는 없음 

20 이슬비 또는 쌀알눈

소낙성이 아닌 강수

21 비(얼지 않음)

22 눈

23 진눈개비 또는 얼음싸라기

24 어는 비 또는 어는 이슬비

25 소낙성 비

26 소낙성 눈 또는 소낙성 진눈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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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소낙성 우박*, 작은우박, 싸라기눈 또는 비를 동반한 소낙성 우박, 작은 우박 및 싸라기눈 

28 안개 또는 빙무

29 뇌우(강수유무와 무관함)

ww = 30~39 : 먼지보라, 모래보라 또는 날린 눈

30 약 또는 보통의

먼지보라 또는

모래보라

- 관측 전 1시간 동안 엷어지고 있음 

31 - 관측 전 1시간 동안 뚜렸한 변화 없음

32 - 관측 전 1시간 동안 시작되거나 짙어지고 있음

33
강한 먼지보라

또는 모래보라

- 관측 전 1시간 동안 엷어지고 있음

34 - 관측 전 1시간 동안 뚜렷한 변화 없음

35 - 관측 전 1시간 동안 시작되거나 짙어지고 있음

36 약 또는 보통의 땅 날린 눈
눈높이보다 낮음

37 강한 땅 날린 눈

38 약 또는 보통의 높은 날린 눈
눈높이보다 높음

39 강한 높은 날린 눈

ww = 40~49 : 관측 시 안개 또는 빙무가 있음

40
관측 시 관측소에서 떨어진 장소에 안개 또는 빙무가 있지만, 관측 전 1시간 내 관측소에

는 없음. 안개 또는 빙무는 관측자보다 높은 곳까지 확산되고 있음.

41 안개 또는 빙무가 산재되어 있음

42 안개 또는 빙무, 하늘을 투시할 수 있음 관측 전 1시간 동안 엷어지고 

있음43 안개 또는 빙무, 하늘을 투시할 수 없음

44 안개 또는 빙무, 하늘을 투시할 수 있음 관측 전 1시간 동안 뚜렷한 

변화 없음45 안개 또는 빙무, 하늘을 투시할 수 없음

46 안개 또는 빙무, 하늘을 투시할 수 있음 관측 전 1시간 동안 시작

되었거나 짙어졌음47 안개 또는 빙무, 하늘을 투시할 수 없음

48 안개, 빙무 발생 중, 하늘을 투시할 수 있음

49 안개, 빙무 발생 중, 하늘을 투시할 수 없음

ww = 50~99 : 관측 시 관측소에 강수가 있음

ww = 50~59 : 이슬비

50 이슬비(얼지 않음), 관측 전 1시간 내 단속적
관측 시 약함

51 이슬비(얼지 않음), 관측 전 1시간 내 계속적

52 이슬비(얼지 않음), 관측 전 1시간 내 단속적
관측 시 보통

53 이슬비(얼지 않음), 관측 전 1시간 내 계속적

54 이슬비(얼지 않음), 관측 전 1시간 내 단속적
관측 시 강함

55 이슬비(얼지 않음), 관측 전 1시간 내 계속적

56 어는 이슬비, 약함

57 어는 이슬비, 보통 또는 강함

58 이슬비와 비, 약함

59 이슬비와 비, 보통 또는 강함

ww = 60~69 : 비

60 비(얼지 않음), 관측 전 1시간 내 단속적
관측 시 약함

61 비(얼지 않음), 관측 전 1시간 내 계속적

62 비(얼지 않음), 관측 전 1시간 내 단속적
관측 시 보통

63 비(얼지 않음), 관측 전 1시간 내 계속적

64 비(얼지 않음), 관측 전 1시간 내 단속적
관측 시 강함

65 비(얼지 않음), 관측 전 1시간 내 계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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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어는 비, 약함

67 어는 비, 보통 또는 강함

68 비 또는 이슬비가 있는 진눈개비, 약함 

69 비 또는 이슬비가 있는 진눈개비, 보통 또는 강함. 

ww = 70~79 : 소낙성이 아닌 고체강수

70 눈, 관측 전 1시간 내 단속적
관측 시 약함

71 눈, 관측 전 1시간 내 계속적

72 눈, 관측 전 1시간 내 단속적
관측 시 보통

73 눈, 관측 전 1시간 내 계속적

74 눈, 관측 전 1시간 내 단속적
관측 시 강함

75 눈, 관측 전 1시간 내 계속적

76 세빙(안개 유무와 무관함)

77 쌀알눈(안개 유무와 무관함)

78 별모양 결정의 눈(안개 유무와 무관함)

79 얼음싸라기

ww = 80~99 : 소낙성 강수 또는 뇌우를 동반한 강수

80 소낙성 비, 약함

81 소낙성 비, 보통 또는 강함

82 소낙성 비, 격렬함

83 소낙성 진눈개비 약함

84 소낙성 진눈개비 보통 또는 강함

85 소낙성 눈, 약함

86 소낙성 눈, 보통 또는 강함

87

 
소낙성 싸라기눈 또는 작은 우박

- 약함

- 보통 또는 강함88

89

 
소낙성 작은 우박, 싸라기눈

- 약함

- 보통 또는 강함90

91 관측 시 약한 비

 

관측 전 1시간 내에 

뇌우가 있었으나 관

측 시에는 없음

92 관측 시 보통 또는 강한 비

93
관측 시 약한 눈, 진눈개비, 싸라기눈, 작은 우박 

또는 우박

94
관측 시 보통 강한 눈, 진눈개비, 싸라기눈, 작은 

우박 또는 우박

95

약한 또는 보통 정도의 뇌우, 관측시에 우박, 작은 우박 또

는 싸라기눈을 동반하지 않음, 그러나 비, 눈 또는 진눈개비

를 동반한다 

  

관측 시 뇌우
96

약한 또는 보통 정도의 뇌우, 관측 우박, 작은 우박 또는 싸

라기눈을 동반한다.

97
강한 뇌우, 관측 시에 우박, 작은 우박 또는 싸라기눈을 동

반하지 않으나 비, 눈 또는 진눈개비를 동반한다 

98 관측 시 먼지보라 또는 모래보라를 동반한 뇌우

99 관측 시 우박, 작은 우박 또는 싸라기눈을 동반한 강한 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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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 - 중요한 현재 일기와 예상 일기

수  식  어 기  상   현  상

강 도 1 상 태 2 강 수 3 시정장애 4 기 타 5

- 약

  보통

  (수식어 없음)

MI 얇음 DZ 이슬비 BR 박무 PO 발달한 회오리바람

RA 비BC 흩어짐 FG 안개
SQ 스콜SN 눈PR 일부분

(공항일부를 덮고있음) FU 연기

+강

SG 쌀알눈 FC 깔때기구름

(토네이도 또는 용오름)
DR 땅날림

VA 화산재IC 빙정
BL 높은날림

SS 모래보라PL 얼음싸라기 DU 황사SH 소낙성

VC 부근

GR 우박

DS 먼지보라

SA 모래TS 뇌우 GS 작은 우박

 또는 싸라기눈
HZ 연무FZ 과냉각

UP 강수 불명

w′w′ 군은 표의 1부터 5까지 순서대로, 즉 강도, 상태 그리고 기상현상으로 구성되어야 한

다. 예를 들면, 강한 소낙성 비는 +SHRA로 표시한다.

주 : (1) 이 부호표의 내용은 대기 중 물현상과 WMO No.407로 발간된 international Cloud Atlas 

Vol.1(구름 및 기타현상의 관측지침)과 먼지현상의 설명에 따른다.

(2) 규정 15. 8항을 적용한다.  

(3) 2종류 이상의 강수현상은 결합하여 구성하되, 주된 강수현상을 앞으로 오게 한다. 

    예, +SNRA. 

(4) 강수현상의 결합이 아닌 다른 현상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w′w′군으로 표의 순서에 

따라 보고한다. 예, -DZ FG. 

(5) 강도표시는 강수, 소낙성 강수와/또는 뇌전, 먼지보라, 모래보라 및 깔때기구름에만 사용한다.

(6) 수식어중의 상태는 하나의 w′w′군에 두 가지를 사용할 수 없다. 예, -FZDZ

(7) 수식어 MI, BC와 PR은 FG(안개)에만 결합하여 사용한다. 예, MIFG

(8) 수식어 DR(땅날린)은 먼지, 모래 또는 눈이 바람에 의하여 지면상 2 m 미만이 될 때만 사용

한다. BL(높은 날린)은 지면상 2 m 이상일 경우에 사용한다. 따라서 DR과 BL은 약자 DU, 

SA 그리고 SN에만 결합하여 사용한다. 예, BLSN

(9) 높이 날린 눈이 구름에서 내리는 눈과 함께 관측될 때는 두 가지 기상현상을 함께 보고한다. 

예 SN BLSN. 높이 날린 눈으로 관측자가 눈이 구름에서 내리는 지를 결정할 수 없을 때는 

BLSN만으로 보고한다.

(10) SH 수식어는 약자 RA, SN, GS, GR과 UP 중의 하나 또는 둘 이상에만 결합하여 관측 시

의 소낙성 강수를 표현하는데 사용한다. 예) SHSN.

(11) TS 수식어는 독자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약자 RA, SN, GS, GR과 UP 중의 하나 또는 둘 

이상에만 결합하여 비행장의 강수를 동반한 뇌전을 표현하는데 사용한다. 예, TSSNGS.

(12) FZ 수식어는 약자 FG, DZ, RA와 UP에만 결합하여 사용한다. 예, FZRA.

(13) 근접 수식어 VC는 약자 TS, DS, SS, FG, FC, SH, PO, BLDU, BLSA, BLSN 및 VA에만 

결합하여 사용한다.  

(14) UP는 강수형태를 구별할 수 없는 완전 자동관측소의 보고에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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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wa  - 자동기상관측소에서 보고되는 현재 일기

숫자 부호

00 중요한 일기가 관측되지 않음

01 관측 전 1시간 내 구름이 소산되고 있거나 쇠약되고 있음

02 관측 전 1시간 내 하늘의 상태에 변화가 없음

03 관측 전 1시간 내 구름이 발생되고 있거나 발달되고 있음

04 연무, 연기 또는 먼지가 부유하고 있음(시정 1 km 이상)

05 연무, 연기 또는 먼지가 부유하고 있음(시정 1 km 미만)

06~09 보류

10 박무

11 세빙

12 먼 곳의 전광

13~17 보류

18 스콜

19 보류

숫자 부호 20~26은 관측 전 1시간 내 강수, 안개(또는 빙무) 또는 뇌우가 

         있었으나 관측 시에는 없음 

20 안개

21 강수

22 이슬비(얼지 않음) 또는 쌀알눈

23 비(얼지 않음)

24 눈

25 어는 이슬비 또는 어는 비

26 뇌전이 있음(강수 동반 여부와는 관계없음) 

27 날린 눈 또는 날린 모래

28 날린 눈 또는 날린 모래(시정 1 km 이상)

29 날린 눈 또는 날린 모래(시정 1 km 미만)

30 안개 (FOG)

31 안개 또는 빙무가 산재

32 안개 또는 빙무, 관측 전 1시간 동안 엷어짐

33 안개 또는 빙무, 관측 전 1시간 동안 변화 없음

34 안개 또는 빙무, 관측 전 1시간 동안 시작 또는 짙어짐

35 안개, 빙무 발생중

36~39 보류

40 강수

41 강수, 약 또는 보통

42 강수, 강

43 액체강수, 약 또는 보통

44 액체강수, 강

45 고체강수, 약 또는 보통

46 고체강수, 강

47 언강수, 약 또는 보통

48 언강수, 강

49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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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이슬비

51 이슬비(얼지 않음), 약 

52 이슬비(얼지 않음), 보통

53 이슬비 얼지 않음), 강

54 어는 이슬비, 약

55 어는 이슬비, 보통

56 어는 이슬비, 강

57 이슬비와 비, 약

58 이슬비와 비, 보통 또는 강

59 보류

60 비

61 비(얼지 않음), 약

62 비(얼지 않음), 보통

63 비(얼지 않음), 강

64 어는 비, 약

65 어는 비, 보통

66 어는 비, 강

67 진눈개비, 약

68 진눈개비, 보통 또는 강

69 보류

70 눈

71 눈, 약

72 눈, 보통

73 눈, 강

74 얼음싸라기, 약

75 얼음싸라기, 보통

76 얼음싸라기, 강

77 쌀알눈

78 얼음 결정, 빙정

79 보류

80 소낙성 또는 단속적인 강수

81 소낙비 또는 단속적인 비, 약 

82 소낙비 또는 단속적인 비, 보통 

83 소낙비 또는 단속적인 비, 강 

84 소낙비 또는 단속적인 비, 격렬 

85 소낙눈 또는 단속적인 눈, 약 

86 소낙눈 또는 단속적인 눈, 보통 

87 소낙눈 또는 단속적인 눈, 강 

88 보류

89 우박

90 뇌우

91 뇌우, 약 또는 보통, 강수 동반하지 않음

92 뇌우, 약 또는 보통, 소낙비 또는 소낙눈 동반

93 뇌우, 약 또는 보통, 우박 동반

94 뇌우, 강, 강수는 동반하지 않음

95 뇌우, 강, 소낙비 또는 소낙눈 동반

96 뇌우, 강, 우박 동반

97~98 보류

99 토네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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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 이 부호표에서는 간단한 측기를 갖춘 관측소에서 복잡한 측기를 갖춘 관측소까지 이용할 수 있

도록 일기를 단계별로 표현하였다.

(2) 총괄적인 일기를 나타내는 숫자 부호(예를 들면, 안개(wawa=30)), 이슬비(wawa=50)는 총괄적인 

일기 이외는 관측이 안 되는 관측소에서 사용한다.

(3) 강수 전반을 나타내는 숫자 부호(wawa=40~48)는 큰 숫자 부호일수록 복잡한 관측내용을 표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wawa=40 강수의 유무만을 관측하는 아주 간단한 측기를 갖춘 관측소에서 사용한다.

wawa=41, 42  강수량은 관측되지만 그 유형은 관측되지 않는 관측소에서 사용한다.

wawa=43~48  강수의 총괄적인 유형(액체, 고체, 착빙성)과 강수량을 관측할 수 있는 관측소

에서 사용한다.

강수의 유형은 보고되지만, 강수량은 관측되지 않는 관측소에서는 이슬비와 비는 wawa=50,  

wawa=60 등 10배수의 숫자 부호를 사용한다.

4683

wsws  - 중요한 일기

숫자 부호

00 심한 너울의 구역

11 강풍 구역(보퍼트 풍력계급 6~7)

22 중층운역

33 하층운역

44 시정이 나쁜 구역

55 폭풍 구역(보퍼트 풍력계급 8 이상)

66 계속적인 강수구역

77 스콜성 일기구역

88 심한 소낙성 강수구역

99 뇌전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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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1w1  - 부호표 4677에 규정되지 않은 현재일기 또는 7wwW1W2군의 현재일기에 대한 보충

w1w1 - 00~09

숫자 부호

00~03 사용하지 않음

04 하늘높이 부유하고 있는 화산재

05 사용하지 않음

06 짙은 먼지연무, 시정 1 km 미만

07 관측소에서 비말

08 땅날림, 먼지, 모래

09 먼 곳의 먼지나 모래의 벽

w1w1 - 10~19

10 눈연무

11 화이트아웃(극지에서 온 천지가 백색으로 되어 방향감이 없는 상태)

12 사용하지 않음

13 번개, 구름에서 지면으로

14~16 사용하지 않음

17 강수를 동반하지 않는 뇌우

18 사용하지 않음

19 관측 시 또는 관측 전에 관측소의 시계 내에 있는 토네이도 구름

w1w1 - 20~29

20 화산재의 부착

21 먼지, 모래의 부착

22 이슬의 부착

23 습설의 부착

24 수빙의 부착

25 조빙의 부착

26 서리의 부착

27 우빙의 부착

28 빙곡의 부착

29 사용하지 않음

w1w1 - 30~39

30 0℃ 이하 기온에서 먼지보라 또는 모래보라

31 사용하지 않음

32 사용하지 않음

33 사용하지 않음

34 사용하지 않음

35 사용하지 않음

36 사용하지 않음

37 사용하지 않음

38 사용하지 않음

39 높은 날린 눈, 눈이 내리는지 아닌지 결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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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1w1 - 40~49

40 사용하지 않음

41 해상 안개

42 골짜기 안개

43 북극 또는 남극의 증기무

44 증기안개(바다, 호수, 강)

45 증기안개(육상)

46 얼음 또는 적설면 위의 안개

47 짙은 안개, 시정 60~90 m

48 짙은 안개, 시정 30~60 m

49 짙은 안개, 시정 30 m 미만

w1w1 - 50~59

50 이슬비, 강수강도 0.10 mm/h 미만

51 이슬비, 강수강도 0.10~0.19 mm/h 

52 이슬비, 강수강도 0.20~0.39 mm/h 

53 이슬비, 강수강도 0.40~0.79 mm/h 

54 이슬비, 강수강도 0.80~1.59 mm/h 

55 이슬비, 강수강도 1.60~3.19 mm/h 

56 이슬비, 강수강도 3.20~6.39 mm/h 

57 이슬비, 강수강도 6.40 mm/h 이상 

58 사용하지 않음

59 이슬비와 눈(ww=68 또는 69)

w1w1 - 60~69

60 비, 강수강도 1.0 mm/h 미만

61 비, 강수강도 1.0~1.9 mm/h 

62 비, 강수강도 2.0~3.9 mm/h 

63 비, 강수강도 4.0~7.9 mm/h 

64 비, 강수강도 8.0~15.9 mm/h 

65 비, 강수강도 16.0~31.9 mm/h 

66 비, 강수강도 32.0~63.9 mm/h 

67 비, 강수강도 64.0 mm/h 이상

68~69 사용하지 않음

w1w1 - 70~79

70 눈, 강수강도 1.0 cm/h 미만

71 눈, 강수강도 1.0~1.9 cm/h 

72 눈, 강수강도 2.0~3.9 cm/h

73 눈, 강수강도 4.0~7.9 cm/h

74 눈, 강수강도 8.0~15.9 cm/h

75 눈, 강수강도 16.0~31.9 cm/h

76 눈, 강수강도 32.0~63.9 cm/h

77 눈, 강수강도 64.0 cm/h 이상

78 맑은 하늘에서 내리는 눈 또는 빙정

79 습설, 접촉하여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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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1w1 - 80~99

80 강우(ww=87~99) 

81 강우, 동결하고 있음(ww=80~82)

 

(ww=26~27)

 (ww=68 또는

  69)

 (ww=87~99)

82 진눈개비

83 강설

84 싸라기눈 또는 작은 우박

85 비를 동반하는 싸라기눈 또는 작은 우박 

86 진눈개비를 동반하는 싸라기눈 또는 작은 우박

87 눈을 동반하는 싸라기눈 또는 작은 우박

88 우박

89 비를 동반하는 우박

90 진눈개비를 동반하는 우박

91 눈을 동반하는 우박

92 해상에서 소낙비 또는 뇌전

93 산에서 소낙비 또는 뇌전

94~99 사용하지 않음

4691

w1w1w1 - 예상일기

숫자 부호 약 어
111 TS   뇌전

222 TRS 돌풍

333 LSQ 강한 스콜선 

444 HAIL 우박

555 MTW 현저한 산악파

666 SAND 광범위한 모래보라

777 DUST 광범위한 먼지보라

888 FZR 어는 비

4700

X - HsHsHsHs 또는 QQQeQ로 나타낸 값의 측정시간 또는 기간 및 측정요소의 변화경향

숫자 부호 관측값의 종류 및 측정시간 또는 기간 관측 전 3시간 동안의 변화경향

0 관측 시 값 정체

1 관측 시 값 하강

2 관측 시 값 상승

3 관측 전 3시간 값

4 관측 전 6시간 값

5 관측 전 12시간 값

6 관측 전 24시간 값

7 전날 평균값

8 전 24시간 동안 최대값

9 전 24시간 동안 최소값

/ 관측시 값 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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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설명 없음

1 바람자루

2 TRISTAR(급유기)

3 블라인드

4 낙하산

5 비 라그랑지안 시앵커

6~30 보류

// 자료 누락(BUFR 부호 31)

4770

XRXR = 기록계 종류(부록 2. : COMMON CODE C-4 참조)

4780

XtXt = 부표의 종류

숫자 부호

4800

x - 스펙트럼 파랑자료의 지수

숫자 부호

0 10-5

1 10-4

2 10-3

3 10-2

4 10-1

5 100

6 101

7 102

8 103

9 104

4865

x4 - 지구 반구의 지시부

숫자 부호

0 북반구

1 남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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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1x1 - 점 위치군의 형식

숫자 부호

00 LaLaLoLok 형식의 위치(북반구)

11 LaLaLoLok 형식의 위치(남반구)

22 LaLaLoLok 형식의 위치(적도)

66 iiiD is i 형식의 위치

88 QLaLaLoLo 형식의 위치

4892

x2x2x2 - 분석 종류

x3x3x3 - 도표 또는 분석에 사용된 지정 단위

숫자 부호    x2x2x2       x3x3x3

000 제트류 분석          -

111 일정 고도권 10 gpm 단위

222 등압면(일정기압) 1 hPa 단위(다만, 1000 hPa 등압면도의 경우 x3x3x3=000) 

333 등온위도 1 K 단위

444 단면도         -

555 층후분석도

상하 등압면에 각각 1 hPa 단위로 나타낸 두 개의 

00x3x3x3군을 동반(다만, 1000 hPa 등압면도의 경우 

x3x3x3=000) 

666
기압변화도 또는 

고도변화도
 1 hPa 또는 10 gpm 단위

777  등온선도  1 ℃ 단위(- 값에는 500을 추가)

888  유선분석도  1 hPa 단위

999  대류권계면 분석  x3x3x3 = ///로 표시

/// 고층풍 분석          -

주 : x2x2x2 = 666일때 86668군은 일정고도면 또는 일정 기압면에 대한 도표를 나타내는 81118 또

는 82228이 뒤 따른다.

4900

Y - 요일(UTC)

숫자 부호 숫자 부호

1 일요일 5 목요일

2 월요일 6 금요일

3 화요일 7 토요일

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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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2

ZT - TT로 보고한 기온의 특성

숫자 부호

0 0° 이상

5 -1° ~ -99° 

6 -100° ~ -199° 

/ 결측

5161

Z0 - 광학현상

숫자 부호 숫자 부호

0 브로켄현상 5 광환

1 무지개 6 놀

2 해 또는 달무리 7 높은 산꼭대기의 놀

3 환일 또는 반대 환일 8 신기루

4 해기둥 9 黃道光(황도광)

5162

Z1 - 구역 S2의 발달 성향

숫자 부호

0 변화 없음

1 확장없이 강도의 증가

2 강도의 증가없이 확장

3 강도 증가하며 확장

4 고지대에서 정지

5 진행하면서 약화됨

6 약화됨

7 붕괴되거나 급속한 소산

8 골짜기에서 소산됨

9 고지대에서 소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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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7

ZZ - 5° 간격으로 구분한 위도와 경도의 기상지역번호

 동 ~ 서 지역                  남 ~ 북 지역

   지역번호       서  경         동  경          지역번호      위  도



부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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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9

zi - 해빙의 현재 상태와 전 3시간 동안의 변화상태

숫자 부호

선박

이

해빙 

내에

있음

0 선박은 시계 내 부빙을 동반한 개방수면에 있음

1 선박이 용이하게 돌파할 수 있는 해빙, 상태가 호전되고 있음

2 선박이 용이하게 돌파할 수 있는 해빙, 상태 변화 없음

3 선박이 용이하게 돌파할 수 있는 해빙, 상태가 악화되고 있음

4 선박이 돌파하기 어려운 해빙, 상태가 호전되고 있음

5 선박이 돌파하기 어려운 해빙, 상태 변화 없음

6 결빙이 진행 중이거나 빙반이 서로 연결되고 있음

선박이 통과

할 수 없는 

해빙내에 있고 

상태가 악화되

고 있음 

7 강한 압박을 주는 해빙

8 보통 또는 강한 압박을 주는 해빙

9 선박이 해빙에 포위되어 움직일 수 없음

/ 어둠 또는 시정 불량으로 인하여 보고할 수 없음 



제4장. 관측소 번호체계

1. 기상관측소

2. 수문관측소



( 여   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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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상관측소

IIiii 형식의 관측소 지점번호는 육상관측소 또는 해상 등대선박이 관측하는 기상관측전문

보고에 포함되어 있다. 이 군은 기상관측소의 식별을 나타낸다.

관측소 지점번호는 지역번호 II와 관측소 번호 iii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번호는 전문을 보고하는 관측소가 속한 지역권을 말하고, 관측소 지점번호는 다음과 

같이 할당된다. 

Region Ⅰ: 아프리카 ·····················································································································  

Region Ⅱ: 아시아 ·······················································································································









 
 
 
 
 
 
 
 
 

Region Ⅲ: 남 아메리카 ···············································································································  

Region Ⅳ: 북아메리카, 중앙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  

Region Ⅴ: 남서 태평양 ·············································································································  
 

Region Ⅵ: 유럽 ···························································································································









 
 
 
 
 
 
 

남극지방의 관측소 ·························································································································  

구역번호는 지역협정으로 각 지역의 사무국에서 배정한다. 

관측소 지점번호는 구역번호 89를 제외하고 수평적으로 배열된다. 예, 위도 1~수° 폭으

로, 각 위도폭내에서 관측소 지점번호는 가능하면 서→동쪽으로, 북→남쪽으로 가면서 숫자

번호가 증가하는 순으로 정한다. 

남극에 있는 관측소 지점번호는 다음 계획에 의거 WMO 사무국이 정한다. 각 관측소는 

국제번호 89XXY를 부여받으며, XX는 관측소의 경도보다 숫자적으로 작은 10° 단위 경도

를 나타낸다. 동경의 경우 500을 더한다.

예 : 89124는 서경 120°와 130° 사이, 89654는 동경 150°와 160° 사이에 있는 관측소를 나타낸다. 

숫자 Y는 남쪽으로 가면서 Y가 증가하는 식으로 관측소 위도에 따라 대략적으로 배정한다.

상기 계획에 따른 국제적 지점번호는 더 이상 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서경(W)인 경우 XX에 20을 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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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80번 사이), 동경인 경우 70을 더하는(700~880번 사이) 방법으로 새로운 지점번호를 부여하려고 한다.

1957년 이 계획 수립 전에 부여받은 남극의 관측소는 전에 받은 지점번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다섯 번 반복되는 한자리 숫자로 구성된 관측소 지점번호(예, 55555, 77777 등) 또는 

000, 999로 끝나든가 혹은 관측소 지점번호를 포함한 전문형태를 사용하는 특별한 지시부

를 반복하는 관측소 지점번호는 기상관측소로 배정되지 않는다(주 : 일람표 참조).   

국제적 전문교환을 하는 육상의 종관관측소나 항공기상관측소의 지점번호 변경은 매 1월 

1일, 7월 1일부로 효력을 발효하며 최소한 6개월 전에 사무국에 통보한다.

관측소 지점번호에 관련된 다른 정보는 최소한 두 달 전에 사무국에 통보한다.

관측소 지점번호 일람표는 WMO - No.9에 수록되어 있다.

선박이나 항공기의 위치는 해당하는 전문 형태로 위치군의 지리좌표로 나타낸다. 그러나 

기상당국이나 센터가 선박으로부터 계속 전문을 수신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선박의 식별을 

인식하기 위한 추가정보가 요구된다. 이 정보는 가능하면 언제나 선박의 호출부호를 포함하

고 선박 호출부호는 지정선박과 보충선박의 집합전문 보고에도 포함된다. 호출부호가 포함

되지 않을 경우 지정선박과 보충선박들은 선박 이름이나 특별번호로 확인한다.

수송기의 경우와 같은 목적을 위한 식별 확인에 필요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주 : 한 숫자가 다섯 번 반복되고 있는 군과 000 또는 999로 끝나는 군들 외에 FM 20,   FM 32, 

FM 35와 FM 85에 다섯 개 군이 특별부호 지시부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군은 기상관측소 번

호로 배정되지 않는다.

21212 바람 보고에 관한 지역 지정고도 / 또는 유의고도 자료 (FM 32)

21212 바람 보고에 관한 유의고도 자료 (FM 35)

31313 탐측시스템, 비양시각, 해수면온도에 관한 자료 (FM 35)

41414 구름 정보자료 (FM 35)




















지역 전문의 추가자료 (FM 20, FM 32, FM 35, FM 85)




















국가 전문의 추가자료 (FM 20, FM 32, FM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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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문관측소

(000ACi) BBiHiHiH 형식의 국제 수문기상 전보식 식별숫자는 수문기상 관측자료와 수문

기상예보에 포함되어 있다. 두 개의 군이 WMO 지역(A), 나라(Ci), 강 유역 또는 만(灣)(BB) 

그리고 관측소(iHiHiH)의 식별을 나타낸다. Ci, BB, iHiHiH의 배정은 지역 사무국의 책임하에 

있다.

한 지역은 큰 유역이나 작은 만을 표시하는 최고 99개의 지시부를 사용할 수 있으며, 

BB=00은 사용하지 않는다.  

만일 한 나라가 여러 만(BB)에 걸쳐 있더라도 오로지 Ci에는 같은 숫자만을 사용해야 한

다.

만일 만 BB가 11개국 이상 나라의 전부 또는 일부 영토로 형성되어 있다면 Ci는 가장 큰 

나라부터 시작하여 다른 나라(가장 작은 나라)에 국제 공통번호를 부여한다. 후자의 경우 

관측소의 국제식별번호 iHiHiH는 지역협정에 따라 배정한다.

한편 10개국 이상의 나라로 형성된 커다란 강 유역은 여러 개 하부 만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 만은 분리된 BB를 배정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각 BB에는 10개 미만의 나라가 포함될 

수 있다. 

각 나라에서 그리고 만 BB의 일부에서 관측소의 국가별 식별숫자 iHiHiH는 000에서 999까

지 서→동쪽으로, 북→남쪽으로 가면서 번호가 증가하는 순서로 되어 있다. 000에서 999까

지는 수문예보센터의 식별숫자로 지정하기 위하여 보류될 수 있다.

국제적 전문교환을 하는 육상의 종관관측소나 항공기상관측소의 지점번호 변경은 매 1월 

1일, 7월 1일부로 효력을 발효하며 최소한 6개월 전에 사무국에 통보한다.

관측소 지점번호에 관련된 다른 정보들은 최소한 두 달 전에 사무국에 통보한다.

Ci와 BB의 일람표는 국제기상전보식 Ⅱ(WMO-No.306)에 수록되어 있으며, iHiHiH는 별책

(미정)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제5장. 보퍼트 풍력계급



( 여   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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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퍼트 풍력계급 

계

급
용  어

  풍    속 설     명 파고

(m)

파고

(ft)kt m/s km/h m․p․h 육    상 해    상 해   안

0
고요 
carm

<1
0~

 0.02
<1 <1

연기가 연직으로 올

라간다
해면이 거울과 같다 고요 - -

1
실바람 
Light air

1~3
0.3~  

  1.5
1~5 1~3

연기의 모양으로 풍향

을 안다. 풍향계가 

움직이지 않는다. 

눈금모양의 잔 물결, 

거품은 일지 않는다

소형 선박이 움직이

기 시작한다.

0.1

(0.1)




(


)

2
남실바람 
Light 
breeze

4~6
1.6~  

  3.3

6~

  11
4~7

얼굴에 바람을 느낀다. 

나뭇잎이 흔들리고 

풍향계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작은 물결, 파봉이 반짝

거리고 깨지지 않는다.

바람에 돚이 부풀어

지고 약 1~2 kt 속도

로 나아간다.

0.2

(0.3)




(a)

3
산들바람
Gentle
breeze

7~

  10

3.4~  

  5.4

12~  

  19

8~

  12

나무잎, 작은 가지가 

일정하게 흔들린다.  

깃발이 가볍게 나부

낀다.

큰 물결, 파봉이 부서지

기 시작하고 반짝이는 거

품이 인다. 흰 물결이 흩

어진다.

배가 바람에 3~4 kt 

속도로 빠르게 나아

간다

0.6

(a)
2(c)

4
건들바람
Moderate
breeze

11~  

  16

5.5~  

  7.9

20~  

  28

13~  

  18

먼지와 종이가 날리

고 작은 가지가 흔들

린다.

작은 파가 점점 더 커지

고 흰 물결이 더 일어난

다.

선박이 항해하는데 

알맞은 바람. 모든 

돚을 올려 항해한다.

1

(1.5)

3



(e)

5
흔들바람
Fresh 
breeze

17~  

  21

8.0~  

 10.7

29~  

  38

19~  

  24

잎이 달린 작은 나무

가 좌우로 흔들린다.

호수에 잔 물결이 인

다

중간정도의 파가 인다. 

길이가 길며 백파가 많

아진다. 비말도 보인다.

바람이 강해서 돚을 

짧게 내린다.

2

(2.5)

6

(8


)

6
된바람 
Strong 
breeze

22~  

  27

10.8~  

 13.8

39~  

  49

25~  

  31

큰 나뭇가지와 전선

이 흔들리고 우산을 

들고 있기 힘들다.

큰 파가 일고 어디서나 

백파를 볼 수 있고 비

말도 증가한다

가장 큰 돚을 반으로 

줄인다. 어로작업에 

주의가 필요하다.

3(d)
9



(13)

7
센바람
Near 
gale

28~  

  33

13.9~  

 17.1

50~  

  61

32~  

  38

나무 전체가 흔들린

다. 바람을 안고 걸

을 때 저항을 느낀

다.

바닷물이 쌓이고 파가 깨

지면서 생긴 하얀 거품

이 바람에 따라 날린

다.

배들이 항구에 계류

하고, 바다에 있는 

배들은 정선하고 있

다.

4

(5.5)

13


(19)

8
큰바람 
Gale

34~  

  40

17.2~  

 20.7

62~  

  74

39~  

  46
나뭇가지가 부러지며, 

걷기가 힘들다.

중간정도의 높은 파가 

일고 파봉이 깨져 물거

품이 생긴다.

거품이 흰줄을 내면서 

풍향따라 몰려간다

모든 배들이 항구에 

계류한다.

5.5

(7.5)

18

(25)

9
큰 센바람 
Strong
gale

41~  

  47

20.8~  

  4.4

75~  

  88

47~  

  54

건물의 피해가 약간 

있다. 굴뚝 뚜껑과 

기와가 날아간다.

높은 파, 풍향을 따라 

흰 거품이 띠를 이룬다. 

파봉이 무너지고 요동치

며 흔들린다. 비말로 

시정이 나빠진다.

-
7

(10)

23

(32)

10
노대바람 
storm

48~  

  55

24.5~  

 28.4

89~  

102

55~  

  63

육상에서는 흔치 않다. 

나무뿌리가 뽑히고 

상당한 건물피해가 

따른다.

골마루가 깊게 이어진 

매우 높은 파가 일며, 

그로 인한 큰 조각모양의 

거품이 바람을 따라 띠를 

이룬다. 바다 전체가 흰 

거품으로 덮여있다. 시

정이 나쁘다

-
9

(12.5)

29

(41)

11
왕바람 
Violent
storm

56~

63

28.5~  

 32.6

103~  

117

64~  

  72

육상에서는 거의 경

험하기 힘들다. 광범

위한 재해를 동반한

다

파가 매우 높아 중 소선

박은 파도사이에서 보

이지 않고 바다는 흰 

거품으로 덮여있다. 사방

에서 파봉이 깨져 거품

이 일고 시정이 악화된

다.

-
11.5

(16)

37

(52)

12
싹쓸바람
Hurricane

64

 이상

32.7

 이상

118 

 이상

73

이상
- 

바다위는 흰 거품과 비

말로 꽉 차있다. 시정

은 굉장히 악화된다

-
14

(-)

45

(-)



( 여   백  )



부 록 1.

부록 1. 국제교환용 기상요소의 전문보고, 

분석 또는 예보에 관한 국가별 수행사항



( 여   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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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환용 기상요소의 전문보고, 분석 또는 예보에 관한 국가별 수행사항

기상전문보고의 지상 수평시정 보고

1980. 9. 16. WMO 회람문서 W/SY/CO (PR-3195)에 의거 각 회원국은 기상전문 보고

에 있어 수평시정의 전문화에 관한 국가별 수행사항을 WMO 사무국에 보고해 왔다.

수신된 정보는 다음과 같으며, 이 표는 보완을 통해 계속 갱신될 것이다.

국        가        명
규정 12.2.1.3.1항에 

의해 확정된 수행

사용된 

다른 과정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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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가        명
규정 12.2.1.3.1항에 

의해 확정된 수행

사용된 

다른 과정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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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가        명
규정 12.2.1.3.1항에 

의해 확정된 수행

사용된 

다른 과정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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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가        명
규정 12.2.1.3.1항에 

의해 확정된 수행

사용된 

다른 과정

해당사항 

없음

규정 12.2.1.3.1항에 정한 시정보고 기준과 달리 각 회원국이 사용하는 시정(VV)에 관한 

절차는 아래와 같다.

Australia : 수평시정이 방향에 따라 다를 때 수평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먼 거리를 VV

로 보고한다. 다른 구역에서의 중대한 시정감소는 보고 말미에 평문으로 보고한다.

Canada : 모든 지상관측에서 보고하는 수평시정은 수평원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공통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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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최대시정으로 정의하는 우세시정이다.

China : 실효시정은 모든 방향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먼 시정거리이다.

Denmark : 유인관측소에서 수평시정이 방향에 따라 다를 때 가장 짧은 거리를 시정 VV로 

보고한다. 그러나 수평 1/4 미만의 구역에서 국지현상으로 시정이 감소된다해

도 이 국지구역의 시정이 1 km 이상이면 무시한다. 자동관측소의 시정은 단거

리 관측값으로 보고한다.

Finland : 수평시정이 방향에 따라 다를 때 가장 짧은 거리를 시정으로 보고한다. 국지적인 

현상으로 하나 또는 몇몇 곳의 구역에서 시정감소가 있더라도 무시한다.

Germany : 수평시정이 방향에 따라 다를 때 가장 짧은 거리를 시정으로 보고한다. 국지적

인 현상으로 시정이 감소되는 작은 구역이 전체적으로 수평원의 30° 정도라면 

무시한다.

Iceland : 수평시정이 방향에 따라 다를 때 가장 짧은 거리를 시정으로 보고한다. 시정 감

소가 45° 정도의 구역으로 한정된다면 VV의 숫자 부호 지정에는 아무 영향도 

주지 않는다. 이러한 시정 감소는 관측시각에, 관측소에는 없는 강수, 안개, 연무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New Zealand : 수평시정이 방향에 따라 다를 때 가장 짧은 거리를 시정(VV 또는 VVVV)

으로 보고한다. 한두 군데 작은 구역에서 시정이 감소되더라도 전체적으로 

수평원의 1/2정도라면 무시한다. 수평시정이 10 km 이상이면 V′V′는 km 

정수 단위로, VVVV는 V′V′ km로 부호화 한다.

Norway : 수평시정이 방향에 따라 다를 때 가장 짧은 거리를 시정으로 보고한다. 소낙비 

또는 먼거리의 안개 등과 같은 국지적 현상이 시정을 감소시키는 작은 구역이 

있더라도 무시한다. 이 작은 구역의 총합은 45° 미만이어야 한다.

Rwanda : 수평시정이 방향에 따라 다를 때 가장 짧은 거리를 시정으로 보고한다. 한두 군

데 작은 구역에서 시정이 감소되더라도 수평원의 1/4 정도라면 무시한다.

Sweden : 규정 12.2.1.3.1항은 다음 제한에 따라 이행된다. 수평의 45° 정도 되는 제한된 

지역 내의 시정감소는 VV 숫자 부호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시정감소는 

관측시각에, 관측소에는 없는 강수, 안개 또는 박무현상으로 발생될 수 있다.

United states of America : 지속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수평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구

역의 최대값을 보고한다. 이 값이 부호표의 두 값 사이에 있

다면 부호표의 낮은 숫자를 보고한다.



부 록 2.

부록2. 2진수와 문숫자로 된 공통부호  



( 여   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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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진수와 문숫자로 된 공통부호

공통부호표 C-1 : 시작/발생지 식별표시 

공통부호표 C-2 : 사용한 라디오존데/탐측시스템의 종류 

공통부호표 C-3 : 낙하율 방정식 계수가 있는 수온연직구조 측정장비 종류 

공통부호표 C-4 : 수온 연직구조 측정 기록계 종류

공통부호표 C-5 : 위성 식별자

공통부호표 C-6 : 국제단위계(Used only in Volume 1.2, Part B&C)

공통부호표 C-7 : 사용장비의 측정 기법과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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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부호표 C-1 : 시작/발생지 식별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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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부호표 C-2 : 사용한 라디오존데/탐측시스템의 종류 



- 376 -



- 377 -



- 378 -



- 379 -

공통부호표 C-3 : 낙하율 방정식 계수가 있는 수온연직구조 측정장비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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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부호표 C-4 : 수온 연직구조 측정 기록계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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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부호표 C-5 : 위성 식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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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부호표 C-7 : 사용장비의 측정 기법과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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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3.

부록 3. RA Ⅱ의 국제형식 전문 및 주(註)와 규정 



( 여   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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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RA Ⅱ의 국제형식 전문 및 주(註)와 규정

FM 12 SYNOP과 FM 13 SHIP

1. 제1절

2/12.1 3P0P0P0P0 군

       이 군은 관측소 해발고도와 관계없이 모든 관측소에서 4PPPP 군 또는 규정 

12.2.3.4.2항에 따라 4a3hhh군을 보충하기 위하여 국제교환에 포함한다.

    주 : 이 군은 개별 국가들의 결정으로 기타 관측시간에 포함할 수도 있다.

12/12.2 4PPPP 군 또는 4a3hhh 군

2/12.2.1 해면기압을 만족할만한 정확도(규정 12.2.3.4.2항 참조)로 나타낼 수 없는 고지대

관측소는 관측소 고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gpm으로 표준기압면의 지오포텐셜 고

도를 보고한다.

         hhh로 보고되는 기압면(hPa)              관측소 고도(m)

                850                               800 ~ 2300   

                700                               2300 ~ 3700

                500                               3700보다 높은 곳

     주 : 이 경우 4PPPP 대신 4a3hhh로 대치한다.

2/12.2.2 현지상황이 인정할만한 정확도로 해면기압을 산출하지 못할 때 500~800 m 고도

의 관측소는 925 hPa 지오포텐셜을 보고한다.

2/12.3 5appp 군

       열대지역 위도권(30°N까지)에 위치한 나라의 관측소 보고에 이 군은 포함하지 않는다.

    주 : 규정 2/12.11.3항 참조

2/12.4 6RRRtR (제1절) 군

2/12.4.1 규정 12.2.5.1항을 참조하여 이 군은 6, 12, 18 또는 24시간 전 강수량을 보고할 

때마다 제1절에 포함한다.

2/12.4.2 6RRRtR (제1절)은 주 관측시간과 중간 관측시간 양쪽에 사용할 수 있다.

2/12.4.3 0000, 1200 UTC에 밤 12시간, 낮 12시간 강수량을 RRR로 각각 보고한다.

주 : 

(1) 해양기상관측소나 등대선박은 이 군을 제1절에 아침, 저녁보고에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RRR은 아침(저녁) 관측시간 이후의 강수량을 나타낸다. 이 시간은(필요하다면) 

국가기상전보식 Ⅱ권 국가 부에 각 나라별로 실려있다.

(2) 규정 2/12.1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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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4.4 0600과 1800 UTC에 과거 6시간 강수량을 RRR로 보고한다.

2/12.4.5 중간 관측시간에 RRR 강수기간은 부호표 4019(tR)와 국가별 결정(규정 2/12. 4.1

항)에 따른다.

2. 제2절

2/12.5 연안관측소와 등대선박(SYNOP 전문 형식 사용) 전문보고에 제2절의 포함은 국가별 

결정에 따른다.

3. 제3절

2/12.6 (0EsnT′gT′g) 군

2/12.6.1 0000과 1200 UTC 전문보고에 이 군을 포함시키는 사항은 국가별 결정에 따른다.

2/12.6.2 부호표 0901은 지면상태 E (눈 또는 측정 가능한 얼음으로 덮혀 있지 않은 지면)를 

전문화 하는데 사용한다. 지면이 측정할 수 있는 눈이나 얼음으로 덮인 경우 E = 

(/)로 대치하고 눈 또는 얼음상태는 2/12.10 항에 따라 E′에 4E′sss군을 보고한다.

2/12.6.3 관측시 지면(초상) 온도(snT′gT′g)는 적설의 존재와 관계없이 전년 동안 보고해야 

한다(sn은 부호표 3845의 온도 부호표임), T′gT′g는 섭씨 정수 단위로 절대값이다.

2/12.7  (1snTxTxTx) 군

2/12.7.1 이 군은 과거 12시간 동안 낮 최고기온 보고에 사용한다.

2/12.7.2 이 군을 보고하는 표준시간은 국가별 결정에 따른다.

2/12.8 (2snTnTnTn) 군

2/12.8.1 이 군은 과거 12시간 동안 밤 최저기온 보고에 사용한다.

2/12.8.2 이 군을 보고하는 표준시간은 국가별 결정에 따른다.

2/12.9 (3Ejjj) 군

2/12.9.1 이 군은 지역교환에만 사용 가능하며 국가별 결정에 따른다.

2/12.9.2 이 군은 3EsnTgTg 형태로 사용된다.

2/12.9.3 해빙 또는 눈 자료가 입수 가능하면 3EsnTgTg = 3/snTgTg 형태로 보고한다.

2/12.10 (4E′sss) 군

2/12.10.1 이 군은 지면에 눈 또는 얼음이 있을 때만 종관보고에 포함시킨다.

2/12.10.2 4E′sss 군은 최소한도 하루에 한번 0000 UTC(RAⅡ지역 대부분 아침 관측시간)

에 보고한다.

2/12.10.3 부호표 0975는 눈 또는 얼음의 존재와 상태를 나타내는 지시자 E′를 전문화 하

는데 사용한다.

2/12.10.4 눈의 깊이나 얼음의 두께는 부호표 3889에 따라 sss로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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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1  [5j1j2j3j4 (j5j6j7j8j9)] 군

2/12.11.1 이 군은 국제기상전보식 1.1권 규정 12.4.7항을 구분하는데 사용한다.

2/12.11.2 (a) 이 군은 5EEEiE와 55SSS(j5F24F24F24F24) 형태로 해당 관측을 수행하는 모든 

관측소에서 종관보고에 포함한다.

 (b) 이 군을 종관보고에 포함한다면 EEE(증발량 또는 증발산량), j5F24F24F24F24 

(복사량)와 SSS(일조시수) 값은 관측시간 전 24시간값이다.

 (c) 5EEEiE와 55SSS(j5F24F24F24F24) 군은 최소한 하루에 한번 주 관측시간 아

마도 0000 UTC (RA Ⅱ지역의 대부분 아침 관측시간)에 전송해야 한다.

 (d) 553SS(j5FFFF) 형태의 5j1j2j3j4(j5j6j7j8j9) 군은 개별 회원국의 결정에 따라 전송한다.

2/12.11.3 제1절의 5appp군을 사용하지 않는(규정 2/12.3) 지역 내 일부에서 58P24P24 

P24P24와 59P24P24P24P24 형태로 5j1j2j3j4 군을 과거 24시간 동안 지표면 기압변

동을 보고하는데 사용한다.

2/12.11.4 종관보고에서 54g0sndT, 56DLDMDH와 57CDaec 형태로 5j1j2j3j4군을 포함시키는 

것은 국가별 결정에 따른다.

2/12.12 제3절의 (6RRRtR) 군

2/12.12.1 규정 12.2.5.2항과 관련하여 이 군은 3시간 또는 기타 시간동안의 강수량이 지역 

내 교환으로 필요할 때 RRR로 제3절에 포함한다.

2/12.12.2 제3절의 6RRRtR 군은 주 관측시간과 중간 관측시간 양쪽에 사용한다.

2/12.13 (7R24R24R24R24군)

2/12.13.1 이 군은 규정 12.4.9항에 따라 24시간 강수량을 제3절에 보고한다.

2/12.13.2 해당 종관전문보고 직전 24시간 강수량은 R24R24R24R24로 보고한다. 0000 UTC

에 24시간은 앞 1200 UTC와 0000 UTC에 제1절의 6RRRtR로 보고한 강수량

의 tR 기간을 합산한 것이 된다.

2/12.14  (8NsChshs) 군

2/12.14.1 이 군의 포함은 국가별 결정에 달려있으나 회원국은 가능하면 자주 보고하도록 

권장 하고있다.

       주 : 규정 12. 4. 10항 참조

2/12.14.2 이 군은 Ns가 0일 경우 추가적인 구름윗면 정보를 보고하는데 사용한다.

2/12.15 (9SpSpsPsP) 군

2/12.15.1 부호표 3778(보충정보)는 SpSpsPsP 전문화에 사용한다.

2/12.15.2 종관보고에서 제3절에 SpSpsPsP 군의 포함은 국가별 결정에 따른다.

2/12.16 [8000 (0…) (1…) (……)] 군

      주 : 이 군의 지역규정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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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제 교환 요구사항

2/12.17 지상관측소의 종관보고에는 해당 자료의 입수가 가능하고 요구가 있다면 제1절의 다른 

군과 제3절의 군은 물론 모든 경우에 제0절과 제1절의 처음 두 군을 포함해야 한다.

2/12.18 선박에서 수신한 모든 전문군은 재전송되어야 한다.

2/12.19 무선전화에 적합한 선박으로부터 받은 전문은 GTS망을 통해 전송되기 전에 FM13

전문 형식으로 부호화하고 편집한다.

FM 20 RADOB

주 : B부 제2절에 대한 지역규정은 개발되지 않았다.

FM 32 PILOT와 FM 33 PILOT SHIP

2/32.1  A부, 제2절

        동시에 관측한 기압값이 없는 바람 관측값은 다음 해발고도값을 표준기압면 근사값

으로 사용한다.    

        표준등압면(hPa)                          해발고도(m)

           850                                     1,500

           700                                     3,100  

           500                                     5,800

           400                                     7,600

           300                                     9,500

           250                                     10,600

           200                                     12,300 

           150                                     14,100

           100                                     16,600

2/32.2 A부, 제3절

       4vbvbvbvb 군의 포함은 국가별 결정에 따른다. 그러나 회원국들은 가능한 자주 

PILOT 전문에 포함시키기를 권장하고 있다.

2/32.3 B부, 제4절

       지오포텐셜 단위 고도값으로 나타내는 해수면 위 특이고도의 바람자료에 더하여 (가

능하면) 최소한도 다음 고도값을 포함한다.

  300, 600, 900, 2100, 3600, 4500 그리고 6000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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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4 C부, 제2절

       준등압면을 기압관측장비로 관측할 수 없으면 다음 해발고도를 표준기압면 고도의 

근사값으로 사용한다.

          표준등압면(hPa)                        해발고도(m)

              70                                   18,500

              50                                   20,500

              30                                   24,000 

              20                                   26,500 

              10                                   31,000

2/32.5 국제적 교환 요구사항

       A, B, C, D 부는 국제적 교환에 포함해야 한다.

FM 35 TEMP와 FM 36 TEMP SHIP

2/35.1  A부, 제2절

        규정 35.2.2.1항에 따라 925 hPa 표준등압면 자료는 A부, 제2절에 포함한다.

2/35.2  A부, 제4절

        4vbvbvbvb 군의 포함은 국가별 결정에 따른다. 그러나 회원국들은 가능한 자주 전

문에 포함시키기를 권장하고 있다.

FM 53 ARFOR

2/53.1  AAAAA 군

       구역지시자 AAAAA 자리에 평문을 사용한다.

FM 67 HYDRA와 FM 68 HYFOR

    이 전문의 여러 절의 포함은 국가별 결정에 따른다.

FM 71 CLIMAT

2/71.1 CLIMAT 전문의 1. 2. 3 및 4절의 지시군들은 추가표시 없이 각각 111, 222, 333, 

444로 전문화 한다.

   주 : 이 전문화 절차는 RAⅡ에서 CLIMAT의 정확한 전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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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2 제1절, 8mpmpmTmTmTxmTn 군

2/71.2.1 2/71.3.1 참조

2/71.3 제1절 9mememRmRmSmS 군

       일조시수 관측(또는 기타 다른요소)을 완전히 누락(예, 1개월 전체)했으면 그 월의 

총일수(30 또는 31일, 2월은 28 또는 29일)를 msms (8군의 mPmP 또는 mTmT는 물

론 9군의 meme 또는 mRmR)로 보고한다.

2/71.4 제2절 8, 9군

2/71.4.1 ybyb-ycyc (0군) 기간 동안 평균값 계산에서 누락된 년수의 기간은 각 요소별로 

8, 9군에 보고해야 한다. ybyb, ycyc 등의 사선(//) 보고는 피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 실제의 정보를 국제기상전보식 Ⅱ, 제2장, section D(국제전문 형식과 

관련한 국가기상전문화 절차)에 포함해야 한다.

Ⅱ. 지역사용을 위한 식별문자(문자군들) 해설

TgTg 전날 밤의 지면(초상) 최저온도, 섭씨 정수 단위, 부호는 sn으로 표시

      (FM 12의 제3절 3군)

T′gT′g 지면 (초상)온도의 절대값, 섭씨 정수 단위, 부호는 sn으로 표시.

       (FM 12의 제3절 0군)

Ⅲ. 지역사용을 위한 부호표 해설

 아시아지역용 부호표로 3자리 숫자 220~229를 배당받았으나 아직 새로운 부호표가 만들

어지지 않았다.

Ⅳ. 국제전문 형식에 관련한 국가별 전문화

< 대한민국 >

  6RRRtR : 보고한다면 이 군은 제1절에 포함한다.

  1snTxTxTx : 1200 UTC에 보고한다.

  2snTnTnTn : 0000 UTC에 보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