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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산 와인이 맛있는 이유는?
포도 재배에 이상적인 환경을 가진 칠레의 마이포 밸리. 마이포는
표적인 와인 생산지 이다. 이곳은 칼륨, 인, 철 등이 풍부한 화산재로
산토양을 지니고 있어 최고 품질의 와인을 생산하고 있다.
이탈리아 시칠리아 동부의 에트나 화산 주변과 미국 샌프라시스코
표적 와인 생산지인 나파밸리 역시, 찬란한 태양과 화산재로 이뤄진
양 덕분에 질 좋은 와인을 얻을 수 있었다.

칠레의 대
뒤덮인 화
북부의 대
기름진 토

작은 암석 또는 모래 등의 미세입자를 포함하고 있는 화산재에는 식물의 성장
에 필요한 성분이 다량으로 포함돼 있다. 화산재는 척박한 땅을 오랜 시간이 지
난 후에 식물이 자라기에 좋은 기름진 토양으로 변화시킨다. 그 덕분에 우리는
풍요로운 농산물과 훌륭한 와인을 맛볼 수 있게 된 것이다.
현재 미국 하와이주의 하와이섬에 위치한 킬라우에아 화산이 2주 넘게 화산재
와 용암을 내뿜고 있다. 이 활화산은 과거에도 방대한 용암을 분출해 내 지금의
하와이섬을 만들어냈다. 우리나라의 제주도나 울릉도 역시 화산에 의해 만들어
진 섬이다.
이처럼 화산 분화는 장기적으로 보면 인간과 생태계에 유익함을 준다. 하지만
격렬한 화산 분화는 인류에게 위협적인 활동이기도 하다. 막대한 인적, 물적 피
해를 입힐 수 있으며, 특히 화산 폭발로 발생한 화산재는 항공기 운항에 매우
치명적이다.
2017년 11월 27일 인도네시아 휴양지 발리 섬의 아궁산 화산이 폭발하였다.
화산재와 연기가 3000m 높이까지 치솟았고, 화산재는 아궁산으로 부터 발리 국
제공항 쪽을 향해 불고 있었다. 항공기가 지나는 상공이 온통 화산재로 덮여 있
어, 발리 국제공항 측 은 24시간 동안 공항을 폐쇄하기로 결정하였다.
화산 분화로 발이 묶였던 한국인 여행객들은 우리나라 정부가 인근 수라바야
공항으로 투입한 전세기 편으로 무사히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 할 수 있었다.
비행기가 화산재를 만나면 어떤 일이 생기 길래, 공항을 폐쇄까지 하는 것일
까? 포도나무 밭을 비옥하게 만들었던 화산재의 작은 암석과 모래 등의 미세입
자들은 항공기 엔진과 구조물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조종실의 방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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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에 들러붙거나, 흠집을 내어 조종사의 시야를 방해한다. 또한 연료 노즐을 막
거나 공기의 흐름을 제한하여 추력을 상실시키거나, 엔진고장을 유발한다. 화산
재 구름은 정전기 부하를 지니고 있어서 무선 통신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
다. 또 계기판 안에 들어간 화산재는 고도와 속도 표시 장치를 망가뜨려 비행을
할 수 없게 만들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주로 일본의 화산이 폭발하면, 그 화산재가 바람을 타고 우리나라
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최근에 일본의 기리시마 화산이 폭발하여 화산
재가 제주도 부근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화산재 정보가 발표된 적이 있다.
다행히 기류의 흐름이 바뀌면서 우리나라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었다.
화산재로 인해 비행기는 항로를 바꿔야 할 경우가 생기고, 더불어 비행기의 결
항과 지연이 발생하게 되면, 오늘 내가 타야 할 비행기가 운항을 제때 하지 못
할 수 도 있다. 이제 비행기에 오르기 전에, 화산재 정보를 미리 파악해야할 필
요가 있겠다.
항공기상청에서는 화산재 정보와 주의보를 발표하고 있다.
항공기상청에서 발표하는 화산재 정보는 항공기 운항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며, 화산재가 12시간 이내에 우리나라 구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 발표한다. 또는 우리나라 구역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대규모 화산폭발
로 인하여 항공기 운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ex.발리의
아궁산)에 화산재 정보를 제공한다. 화산재 정보는 항공기상청 홈페이지를 방문
하여 확인할 수 있다.
활화산이 있지 않는 우리에게는 낯설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촌 곳곳의 화
산은 쉴 새 없이 방대한 양의 에너지를 뿜어대고 있다. 이제 공항으로 출발하기
전에, 항공기상청 홈페이지에서 화산재 정보가 발표된 것이 있는지 미리 알아보
고 즐거운 여행길에 오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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