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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기구 비행은 안전 한가요?

세상 모든 일에는 약간의 위험요소가 따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찰떡을 드시고 체하는 정도의 
사고는 있을 수 있으리라 생각 합니다. 중요한 것은 안전규칙을 지키면 추락하거나 사고가 
발생 할 수 없읍니다. 버너의 불이 꺼지더라도 내부의 남아있는 열기로 낙하산이 낙하하는
정도로 낙하하게 됩니다. 하루에도 수백의 열기구가 비행을 합니다.

이집트 열기구 사고는 왜 발생 했나요?

2월 26일 2013년에 발생한 이집트 룩소르에서 발생 된 사고는, 지난 20년간 핫에어발룬 
역사에서 애호가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하는 부끄러운 사고라고 할 수 있읍니다.  

먼저 열기구 주인 업체와 운영업체 간에 수익금 분쟁이 낳은 사건이라고 단정을 하는 이유는 
고객유치를 위해 요금을 낮추어야 하는 운영업체와 수익금을 더욱 많이 요구하는 열기구 
주인업체의 시이소게임 중에 필요한 정비와 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입니다. 

누구나 쉽게 판단 할 수 있고, 가장 기본적인 점검 중의 하나인 프로판가스 연결 호스를 교
체하지 않았다는 점과 무리하게 승객을 승선 시켰다는 점, 그리고 안전관리 당국의 관리 
소흘이라는 점으로 나타나게 되었읍니다.

안전 관리 당국은?

서울지방항공청 항공검사과에 등록 된 핫에어발룬이 40여대가 있으며, 1년에 한번 혹은 100회 
운항에 한번 필히 안전검사를 받도록 되여 있읍니다.

열기구의 좋은점은 무엇인가요?

간단하면서 평화롭고 조용하게 하늘을 나는 경험을 얻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경험한 
모든 사람들의 설명을 들을 수 있읍니다.

열기구 전체 무게는 얼마나 되나요?

평균 5인승(조종자 포함)으로 장비와 승객 그리고 내부공기의 무게를 합치면 약 3.76톤 정도 입니다.

열기구 질문과 응답

열기구 비행이란 것이 어떤 것인지 이해를 하게 돕기 위해서 
준비 된 아래에 내용들을 찬찬히 검토를 하시면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합니다.

인간이 하늘을 날고 싶어한 욕망의 시발이 열기구로 부터 
시작되여 오랜 세월 거듭 되는 발전으로, 지금은 세계인의 
일반적인 스포츠로 발전 되었읍니다.



열기구는 어떻게 조종 할까요.

1. 이륙: 열기구는 기초과학에 의한 간단한 조작이라고 할 수 있읍니다. 기구 내부 공기를 
           가열하여 팽창이 되면, 뜨거운 공기가 대기온도 보다 가볍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부력을 얻게 됩니다.

2. 하강: 내려가는 하강은 조종사가 내부 열을 식히기 위해 뜨거운 공기를 밖으로 배출시키는,  
           기구 제일 꼭대기에 위치한 낙하산 발브를 열고 닫으면서 하강의 속도를 조정 합니다.

3. 수평이동: 고도에 따라 바람의 방향이 다른 점을 이용해서, 바람의 속도 흐름과 똑같은 
                 속도로 비행을 하여 선정 된 착륙지점을 찾아 갑니다.

4. 착륙: 지상에 바람이 순탄하고 조용한 시간인 아침과 저녁에 운항을 하므로 착지에 크게 
           어려움이 없읍니다. 지상에 약간의 바람이 있어서 바스켓이 옆으로 기우둥하게 착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크게 염려 할 일은 아닙니다.

언제가 비행 하기 좋은 시간 인가요?

열기구는 바람을 타고 즐기는 스포츠 입니다. 바람이 고요하면 조종사가 이륙 착륙이 훨씬 
수월하게 됩니다. 보통 풍속 10마일 이하를 최적의 시간으로 보는데, 주로 일출과 동시에 
이륙 혹은 일몰 직전에 비행을 합니다. 수직하강 기류가 많이 발생하는 대낮에는 비행을
하지 않은 것이 좋읍니다. 야간비행은 금지 되여 있읍니다.

기구 팽창에 필요한 인원과 소요시간

조종사외에 4명(추적요원 포함) 정도가 필요 합니다. 팀웍이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서, 
숙달 된 팀은 15~20분이 소요 되지만, 미숙련자 일수록 차분히 진행해야 합니다.

열기구 가격은 얼머너 하나요?

일반 스포츠형에서 관광사업용 까지 최하 2만불에서 최고 10만불까지 가격은 용도에 
따라 다른 편 입니다.

자세한 내용 알기

좀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경우에......
하기 PDF 파일에 기록 된 내용을 검토하시면 열기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기술 되여 있읍니다.



 열기구 운영 실태

가스(헬륨)발룬은 한국에 2개,미국에도 2개 밖에 없읍니다.

그렇다면 왜 운영이 간편한 헬륨가스기구를 설치 하지 않고,

모든 선진국들이 핫에어 발룬을 선호 할까요?

다른 선진국에는 각국마다 수백에서 수천의 핫에어 발룬을 보유하고 있고, 수많은 사업자들이 
있읍니다. 헬륨기구의 설치 비용도 적지 않은 수억 혹은 수십억이 필요하지만, 더욱 문제가 되는 
점이 헬륨가스의 부족 상황이 수효을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고객은 단지 고층빌딩전망대에 
오르는 기분 정도만 느낄 뿐 별다른 특이한 흥미로운 점을 얻지 못 한다는 결론 입니다.

핫에어 발룬이 국내에서 정착하지 못하는 원인은 위험하다는 선입견 때문 입니다. 모든 
안전법규를 따라서 운행 한다면 일반 스포츠나 비행 물체의 운행보다 훨씬 안전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 입니다. 이미 선진국에서 사업으로 운영하는 열기구는 수없이 많지만, 모두 
안전법규에 따른 운영으로 성공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읍니다.

2월 26일 2013년에 발생한 이집트 룩소르에서 발생 된 사고는 핫에어발룬 애호가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하는 부끄러운 사고라고 할 수 있읍니다.  

먼저 열기구 주인 업체와 운영업체 간에 수익금 분쟁이 낳은 사건이라고 단정을 하는 이유는 
고객유치를 위해 요금을 낮추어야 하는 운영업체와 수익금을 더욱 많이 요구하는 열기구 
주인업체의 시이소게임 중에 필요한 정비와 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입니다. 

누구나 쉽게 판단 할 수 있고, 가장 기본적인 점검 중의 하나인 프로판가스 연결 호스를 
교체하지 않았다는 점과 무리하게 승객을 승선 시켰다는 점, 그리고 안전관리 당국의 관리 
소흘이라는 점으로 나타나게 되었읍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유투브나 메스컴을 통해 핫에어발룬이 점차 크게 우리들의 시야로 다가 
온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읍니다. 최근 핫에어발룬의 선호도는 예전에 귀족들의 레저스포츠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일반 대중들의 레저활동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 입니다.

그렇다면 국내는 너무 산이 많고 골짜기가 깊어서 불가능하다는 편견을 이제는 놓아야 합니다. 
운영 지역에 바람의 방향과 상태를 파악하여 이륙지점과 2-4개의 착륙지점을 사전에 선별하여
정한다면 아름다운 우리강산 산야의 모습을 일반인들이 좀더 가깝게 느낄수있기 때문 입니다.

 
착륙지점 선정 후보지: 공설 운동장, 학교 운동장, 골프장 무휴지, 인근 공항, 인근 공터,
                             공원 혹은 팍, 휴경 농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열기구 비행이 사업의 하나로 자리를 잡아가는 이유는 
레저스포츠로서의 스릴과 아름다운 경관을 마치 새가 하늘을 나는 듯이 인간의 원초적인 
비행수단에 이끌려 하늘로 오르고 싶기 때문 입니다.



아래 언급 된 자료는 어떤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기 위해서 
발췌한 내용 입니다. 선진국에서는 많은 업체들이 일상적인 발룬비행과 계류형 전세 두가지를 
병행 합니다. 지상요원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열기구 교육도 함께 3가지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도 많이 있읍니다.

선진국의 경우는 전세/계류가 많이 성행하는 이유는 먼저 행사 운영자가 계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쉽게 확보 할 수 있지만, 국내의 사정은 공간 확보의 어려움으로 전세/계류를 요구 할수 
있는 행사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리조트, 공원, 골프장의 여분공간, 
지방공항을 이용 한다면 계류형, 발룬비행, 발룬교육 모두 충분히 실행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리조트는 물론 외곽지역 골프장, 지방공항등에서 열기구,스카이 다이빙, 실내스카이다이빙
스포츠 바이프레인등의 항공스포츠가 연합하여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읍니다.
미국에서 계류비행이 사업장에 성황을 이루는 시기가 연휴 혹은 방학/휴가 시즌 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계류(Tather)를 경험하게 되면 스스로 발룬비행을 시도하고 싶어지는
심리적인 비행욕구는 바로 비행고객을 확보 할 수 있다는 잇점이 있읍니다. 그래서 함께
계류(Tather)와 발룬비행을 함께 운영을 합니다.

아래 발췌 된 내용 중에는 발룬의 전통적인 관습에 따라 샴페인이나 와인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구 운영의 시간대 특성상 아침 식사를 한다든가 저녁에 디너를 제공하는
페케지형이 있읍니다. 특이한 점은 결혼식을 유치하는 경우를 골프장에서 많이 볼 수가
있으며, 업체들의 피크닉, 하기훈련등 다양하게 고객 유치의 대안이 될 수 있읍니다.

열기구 계류(Tather) 사업장에 설치한 경우 (미국)

성인: $30.00~$50.00 / 어린이: $20.00~$40.00

열기구 계류(Tather) 전세 계약 비용 (미국)

기본 2시간: $2,000 / 시간당: $1,000
4시간 이상 운영시: $800/시간당
계약금 50%: 회수불가
행사 배너 디스플레이: 바스켓 부착 3x3피트 $500, 기구 부착 12 x 32피트 $1,000
처음 1시간은 시스템 셋업으로 소요/날씨가 가능한 경우.

열기구 계류(Tather)비행 전세 하는데 왜 비용이 많이 드는가요?

핫에어발룬은 비행을 하기 위해 디자인 된 것이지 묶어서 계류 시켜서 사용하도록 디자인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행사고객들의 많은 요청에 따라 진행 되고 있는 내용을 설명드리면, 
날아야 할 기구를 묶어서 운영을 하면 기구 전체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이는 
비행을 하는 경우보다 2,5~3배의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일반 비행을 할 경우에 산출되는 
수입이 평균 $750 정도라면 결코 비싼 것이 아닙니다.

열기구 계류(Tather)비용 산출 근거    

영업 가능한 발룬의 경우 평균 가격이 5만불이라면 사용 가능한 비행 시간은 평균 350~450 
비행시간이 되지만, 비행을 하도록 제작 된 기구를 계류하게 되면 구조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즉 1시간의 계류 운영이 평균 비행의 2~3 비행시간으로 산출하기 때문 입니다.



열기구 계류(Tather) 전세와 리조트형 계류(Tather)는 무엇이 다른가요?

계류(Tather) 전세: 행사에 초빙을 받는 경우로서 업체/교회 등 단체 피크닉

리조트형 계류(Tather): 수익성 고객 유치 및 광고용
                              골프장, 국공립/사립 공원, 지방공항, 개인 스포츠용
 

정상적인 비행 운영 관례 보기

Napa Valley / Hot Air Balloon Rides
연휴 스페셜: $159.00/일인당 (커피스낵/샴페인 브런치 포함) 예약
주말/평일: $209.00/일인당 (커피스낵/샴페인 브런치 포함)예약

Temecula, Ca / Balloon Ride Vennture
주말: $150.00/일인당, 주중: $135.00/일인당, 예약 60~75분 비행
(샴페인과 오렌지쥬스/콘티넨탈 브랙파스트/와이너리 시음 포함) 

주말: 개인 전세 비행 $ 699.00/커플당,주중: $ 599.00/커플당, 예약 60~75분 비행
(샴페인과 오렌지쥬스/콘티넨탈 브랙파스트/와이너리 시음 포함) 

주말: 관광전세 $210.00/일인당,주중: $200.00/일인당, 예약 45~60분 비행
(샴페인과 오렌지쥬스/콘티넨탈 브랙파스트/와이너리 시음 포함) 
                                             
Note: 40~50 가지 색채가 있는 열기구로 운항

Sonoma, Ca / Wine Country Balloon
$ 225/일인당
경로우대 65+: $ 10 디스카운트 / 어린이 6-12: $ 30 디스카운트
개인전세비행: $350 발룬비용+ 일인당 (2,4,8인승 가능)
전문편집 DVD 비행촬영: $150
개인바스켓베너: $ 95
케이크 주문: $ 30
결혼식 주례 목사 겸 조종사: $ 75
결혼식 셔틀버스는 문의 바람

Perris, Ca / Flyng Adventure
$149/일인당, 30-45분 비행
$199/일인당, 60-75분 비행
$698/커플연인, 60-75 분 비행 (연애 비행)
                                                                
Lake Tahoe, Ca / Hotballoon ride
1 인 혼자 예약시: $225.00/비행시간: 50~70분
2 인 동시 예약시: $195.00 일인당/비행시간: 50~70분
3 인 동시 예약시: $195.00 일인당/비행시간: 50~70분
4 인 동시 예약시: $175.00 일인당/비행시간: 50~70분
개인전세 (주중) $550.00, (주말) $650.00

Las Vegas, Nv / Balloon Wedding
핫에어발룬 결혼식 표준가격: $900.00
스페샬 데코레이션, 베너, 꽃 (주문은 별도 부담, 문의 바람.)



Maryland, DC / Airballoon Rides
$280.00/일인 예약시
$270.00/일인당-2인예약시
$260.00/일인당-3인예약시 
$240.00/일인당-4인예약시 
                                                                                        
비행시간 45-60분
주7일/일출과 일몰 시간대 2시간씩 운영
 
로망스비행(커플): $725.00 exclusive per couple, 45-60+분 비행
로망스비행은 월요일에서 목요일 까지 운항. 
                                                                                                         
디스카운트: 1.단골 우정고객 우대 10%, 2.단골 우정고객의 가족 10% 우대 (단 4명 이상 예약시)      
                3.협력업체 임직원과 가족 10% 우대

지불 방법: 현금 또는 개인수표, 온라인 혹은 크래딧카드 수수료 3%가산
              예약시 지줄 된 총액은 쉬소시 10% 감산 지불

제한운영: 안전을 고려하여 각 비행마다 4명의 승객만 탑승 합니다. 체중이 127kgs 이하 일때만 
탑승 가능 합니다. 대기 온도가 시원한 기후에 탑승승객의 합산 된 총체중을 340kgs 으로 제한 
합니다. 더운날에는 더 탑승무게를 줄일 수도 있읍니다.
                                                                     
                                                                       
헬륨기구 운영 실태

한국 헬륨기구 

제주시/헬륨기구
나르고랜드: 대인 15,000원, 청소년 12,000원 , 경로/어린이 10,000원

경주시/헬륨기구
스카이월드: 대인 15,000원, 청소년 12,000원 , 경로/어린이 10,000원

미국 헬륨기구

Navy Pier / Chicago, IL
대인 $25.00 , 청소년 $15.00

Public Park / Irvine, Ca
요금 없음

 



열기구 계류와 정박의 차이점

정박/Moored

일반적으로 팍이나 공원에 스포츠형이 아닌 놀이기구형의 기구로서 열기구가 
아닌 기체가스나 헬륨가스로 기구를 팽창 시켜체로 항시 대기하여 승객을20-30명 
태울 수 있으며, 500피트까지 상승 할 수 있도록 제작 되여있는 기구.

계류/Tethered

열기구로서 기구가 제마음데로 표류하는 것을 지상에 3~4개의 묶음 장치를 하여 잡아 둘 수 
있는 형태를 말하며, 이벤트 행사나 관광용으로 선정된 지역에서 나이에 상관없이 열기구의 
재미를 즐길 수 있는 방법으로서 단 시간에 많은 승객을 태울 수 있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계류와 정박의 운영 비교

조종사 참관 여부 

기체 면허 

부력 가스의 종류

수직 콘트롤 방법 

지탱 방법
        

비상해제

사이즈   

비행 가능 고도  

날씨제한                                
Stay Out of Cloud      

공항 인근 운영    
           

책임 소재 

고객 호응도 

계류/TATHER

계류/TETHERED (FAR Parts 43.61. & 91)

면허를 소지한 조종사가 함께 탑승하여 조정

내공성 확인 면허 소지

공기보다 가벼운 더운 공기나 가스
가스 확보가 용이하고 가격 저렴

버너나 무게와 발브

1~4개의 로프나 케이블이 지상의
설치 된 지주에 묶음.   

조종사 책임 

특정 분류 없음/가스용량 115cu.cf 이상

As per FAR 91.119: 
as per FAR 91.209 for flight
 

As per FAR 91.155 
 

FAR Part 91에 의한 적용 부분을 준수하여
인근 공항 콘트롤 타워와 협조 가능. 

조종사  

모든 연령대 호응/스포츠 비행과 경치를 즐김

정박/MOOR       

정박/MOORED (FAR Part 101)

감독관 없는 안내자

면허가 요구 되지 않음

헬륨가스나 다른 가스
확보가 어렵고 비쌈

조종 가능한 윈치로프 

고정 케이블로 잡아두기 
때문에 수평이동이 불가.

자동급속 하강 장치

지름 6 피트 혹은

지상고도 500 피트 이상 금지 
깃발이나 전기등으로 50 피트 마다 
표시. FAR 101.17

3마일이내에 유관으로 확인 
가능 높이/구름저변의 500 피트

공항당국의 인허가 없이 5마일
이내 에서는 운영 불가. 

운전자

고층빌딩에서의 관망대 느낌   



언제 계류(Tether)이 가능 한가요?

날씨가 좋은 경우에 일년 내내 운영을 할 수가 있읍니다. 다만 50 마일 니내에 폭풍우가 
오는 경우와 풍속 시속 5mph가되면 기구의 콘트롤이 불가하여 운영을 하지 안습니다.

계류(Tather) 비행은 몇시쯤이 좋은가요?

일반적인 핫에어발룬과 같이 동틀 무렵 2시간 해질 무렵 2시간이 바람이 조용하여 
안성맞춤 시간대 입니다.

계류(Tather) 장소는 어디가 좋을까요?

최소한 사방 80m x 80m의 쓸모없는 봉우리 부지가 좋읍니다. 우선 주변에 전기줄이 있는 
전봇대나 큰나무가 없으면 됩니다. 4개의 지주 깃점을 만들어 묶는 방법으로, 때로는 큰차나, 
큰나무, 울타리 포스트, 승용차에 묶어서 실행 할 수도 있읍니다.
    

계류(Tether)는 하루 몇시간 운영 하나요?

주로 이벤트/행사/직원 피크닉의 경우에 많이 운영을 하는데, 아침 저녁 2 시간씩 운영이 
가능 합니다. 아침에 한팀 저녁에 한팀 이렇게 두팀을 운영하는 것이 보통 입니다. 도시 인근에 
위치한 경우 아침에 행사 위주의 운영을 하고 저녁에는 일반인 탑승으로 운영 합니다.

계류(Tather)  비행은 얼마나 높이 오를 수 있나요?

계류형 핫에어발룬은 가족형 이벤트 성향의 재미를 느끼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을 
고려하여 50~150 피트 정도 상승하는 것이 보통 입니다. 특히 바람과 지형적 특성, 위치 지주 
포인트의 위치, 승개의 숫자에 따라 고도는 조종사가 판단하여 결정 합니다.

계류(Tether) 발룬에 얼마나 승객을 태울 수 있나요?

3~6인승 발룬의 경우 약 시간당 50~75명 정도의 승객을 태울 수 있는데 여름 성수기에는 
2~3대를 준비해서 최대한의 광고 효과를 함께 얻읍니다. 

계류(Tather) 비행의 승객 탑승 제한 조치는 어떻게 하나요?

바스켓에 스스로 오르고 내릴 수 잇는 건강 상태라면 누구나 탑승이 가능 합니다.
고령자나 18세 이하 일 경우는 부모나 후견인이 탑승 동의서를 서명해야 합니다.
조종사나 지상요원은 기구의 수용능력에 따라 각 개인의 몸무게를 기록하여 인원을 조정하고 
경우에 따라 탑승을 거부 할 수도 있읍니다.



열기구 운영별 차이점

스포츠발룬/Ballooning As Sports

최근에는 놀이기구/가스발룬 형태가 아닌 열기구가 현대 스포츠의 자리를 
굳혀가고 있읍니다. 선진 북미지역과 유럽에서 성행하고 있는 스포츠 발룬은 
꾸준한 성장세로 많은 사람들의 각광을 받고 있읍니다.

특히 각국마다 페스티발 형식의 경기를 유치하여 지역적 행사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스피드 레코드 경쟁, 적정거리간의 비행시간, 비행 체공시간 등으로 
경기를 능가하는 게임 등을 펼칩니다.

스포츠 발룬의 최근 트랜드는 특이한 산악지형이나 북극 오지 비행의 스릴을 즐김으로서 
산악 하이킹이나 마운틴 바이크와 머금가는 자리 메김을 하고 있읍니다.

발룬 경기/Balloon Competition

화창하게 개인 날, 열기구로 꽉찬 하늘을 보신 적이 있읍니까?
오색의무지개빛 기구가 시원한 심호흡을 할 수 있도록 경관에 도취 됩니다. 수백의 열기구가 
죽순이 자라는 듯이 순식간에 아주 서서히 떠오르는 것을 보시는 순간의 경외로움 이것이 경기의 
시작 입니다. Ready! set! Float! 심판의 구호로 시작 되는 세계에서 제일 천천히 움직이는 
경기가 아닌 경기가 펼쳐집니다. 경기는 비행 동안에 속도 보다 정확성을 요구하게 됩니다.

페스티발/Hot air balloon festivals

세계적으로 수많은 발룬 마니아들이 연중 행사로 각국에서 펼쳐지는 페스티발에 참관하게 
되는데 페스티발 참가자 보다 수없이 많은 구경꾼들을 유치하게 되어 지역 관광과 경제 발전에 
지대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 입니다. 수백의 열기구가 뜨고 수천의 관광객이 몰려옵니다.

상업 레저형 비행/Commercial & Leisure Flight

가장 대중적인 발전 형태는 관광 레저용이라는 점이 특이하게 주목 되는 사실 입니다.
이미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든 즐겁고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벌룬을 탑승하기 위해 
사전에 예약을 하는 사례는 일반적인 관례가 되었읍니다. 관광용 열기구는 작게는 3~4인승에서 
크게는 15~20인승 이상도 있읍니다만 초기 시작은 작은 3~4인승으로 시작해서 경험을 얻은 
후에 조금씩 크기를 늘려가는 것이 추세 입니다.

이벤트/Events

기업체 이벤트
회식의 패턴이 바뀌고 있읍니다. 많은 업체들이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팀워크을 위해 휴일 
야외소풍을 겸한 여름 오후의 디너 이벤트를 많이 실행 합니다. 20여명이 함께 탑승하는 
대형 열기구도 있지만 3~4명이 탑승 할 수 있는 사이즈로 최고의 경험을 얻게 합니다.  



직원들의 인센티브
열기구의 탑승은 직원들의 인센비브로 새롭게 각광을 받기 시작 했읍니다. 전통적인 백화점 
상품권 보다 훨씬 좋아 하기 때문 입니다.

직원들의 회식
열기구의 탑승 경험으로 느끼게 되는 스릴과 자신감은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선물 할 수 있는 
새로운 선택이 됩니다.

열기구의 광고 효과/Balloon Using for Advertising

기업들의 광고 효과를 극대화 합니다.
지상이나 공중에서 보여 질 수 있는 최고의 광고 형태로서, 평상시 언제나 볼 수 있는 
광고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앤비롭에 새겨진 회사의 로고나 상품에 대한 기억이 뚜렷히 
크게 기억 속에 남아 있기 때문 입니다.

발룬 웨딩/ Hot Air Balloon Wedding

세계적으로 수많은 젊은이들이 발룬웨딩을 선택 합니다.
발룬에서 결혼식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식 절차가 끝난 후에 결혼식 행사의 일종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신부와 신랑이 하늘에서 자신들을 위한 언약을 하게 됩니다.

야간비행/Night Flight

벌룬비행의 참맛을 즐길 수 있읍니다.
야간비행은 주위를 비행하는 다른 비행기가 유관으로 볼 수 있는 전기불이 설치 되면 야간에도 
비행을 할 수 있읍니다. 다만 착지 시에 모든 사물을 볼 수 있는 경우에만 허락 되기 때문에 석양에 
많이 운행을 합니다. 계류형 야간비행을 연휴나 휴가 철에 행사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읍니다.
지역 야간비행법규를 사전에 확인 해야 합니다.
 

겨울비행/Winter Flight

겨울비행은 제한적인 이유가 추위에 견딜 수 있는 강한 체력이 요구 됩니다.
발룬 자체는 내부의 공기 온도와 외부의 공기 온도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비행은 더욱 수월 
할 수 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0도 이하가 되면  프로판가스가 공급 과정에 기체화 하기에 
어려움이 발생하는데 질소가스를 보충하거나 전기히팅 테이프로 감싸는 단열제로 극복 할 수 
있읍니다.
 

전통/Traditions

옛날 우리 조상들의 등불 날리기의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등불 날리기가 인간이 하늘을 
날 수 있는 최초의 아이디너를 제공 합니다. 현대에 이르러 많은 발룬 마니아들이 착지 후에 
샴페인을 터트리며 "부드러운 바람과 순탄한 착지를 위하여" 건배를 합니다. 원래는 성난 
착륙지역의 토지 주인과 조바심으로 바라보는 구경꾼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프랑스의 한 조종사가 
샴페인을 준비 한데서 부터 비록 되지만 요즘은 관광용 비행의 경우에도 승객들의 기분을 위해 
함께 샴페인을 건배하며 다 함께 조종사의 기도라는 노래를 부릅니다.



조종사의 축복

부드러운 바람이 당신을 맞이하면 바람따라 높히 오른 비행을 위해

웃음으로 함께한 하느님의 태양이 따뜻한 손으로 당신을 축복하더니

다시 한번 내어머니 땅의 품으로 보드랍게 살며시 내려놓네요.

Balloonist's Blessing

The winds have welcomed you with softness

The sun has blessed you with its warm hands

You have flown so high and so well

That God has joined you in your laughter

and set you gently back into the loving arms of mother earth.



열기구 비행 준비 조작법

1. 발룬 준비/Setting Up The Balloon

발룬을 준비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 한데요.
우선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먼저 바스켓을 눕히고, 엔비롭을 뒷쪽으로 눕혀서
뜨거운 공기를 엔비롭 내부로 불어넣어 내부 공기를 팽창 시키는 동안 바람이
불어서 엔비롭이 버너의 불꽃 방향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바스켓에는 프로판가스통 장치되여 있어서 버너에 연료를 공급하게 
되는데, 랜딩 시에 버너가 아래로 떨어지는 않도록 바스켓위에 
철구조물 위에 장착 되여 있으므로, 모든 케이블은 캐러바이너를 
사용하여 바스켓과 버너의 철구조물에 연결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조종사가 버너의 연료라인을 연료탱크에 연결 했을 때에는, 
조종사가 버너 상태를 점검하게 되는데, 이때 나머지 지상요원들은 
가방에 들어 있는 엔비롭을 끄집어내어 바람의 방향에 따라 
바스켓의 뒷쪽으로 펼쳐 둡니다.

조종사가 버너 테스트를 마치게 되면 엔비롭 방향으로 바스켓을 
눕혀 두게 되는데, 모든 엔비롭 케이블을 바스켓의 바이너에 
연결하고, 로드 테이프 아래쪽 케이블의 매듭을 잡아 당겨서 
엔비롭을 납작한 모양으로 만듭니다.

나머지는 엡비롭을 팽창 시킬수 있도록 크라운 라인을 당기는데 
이 역활은 팽창 시키는 동안에 엔비롭 꼭대기을 원활히 조종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활 입니다.

2. 발룬 팽창 시키기/Inflating The Balloon

발룬을 팽창 시키기 위해서, 먼저 바스켓옆에 송풍기을 작동 시켜서 대기공기로 엔비롭을 
채우게 되는데 마우스 입구를 바람이 원활히 들어 갈 수 있게 도와야 합니다. 대기공기로 
먼저 채워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만약에 먼저 대기 공기로 
엔비롭을 채우지 않고 바로 버너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엔비롭과 
케이블에 많은 손상을 초래하게 됩니다.

송풍기로 팽창 작업 중에 조종사나 경험 있는 지상요원이 엔비롭 
꼭대기 크라운에 배기용 낙하산 발브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륙 
전에 확실히 배기창이 봉해 질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조종사가 엡비롭이 충분히 대기공기로 팽창이 되었다고 판단이 
되면, 조종사는 천천히 버너를 작동해서 엔비롭 내부의공기를 
데우기 시작 하는데요, 이때 지상요원들이 강력한 불꽃에 에비롭 
마우스 부분이나 다른 케이블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돕읍니다. 
특히 기구가 바로 서는 싯점에 라인이 꼬이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하고, 한명의 요원은 확실히 기구가 서는 싯점까지 크라운 라인을 
잡고 콘트롤을 해야 합니다.

기구가 확실히 수직으로 서게 되면, 지상요원들이 탑승무게를 
점검 확인 기록하고 조종사는 승객을 탑승 시키기 시작 합니다.



모든 탑승 준비가 완료 되면 지상요원의 크라운 라인은 조종사에게 인계 되고, 묶어둔 밧줄을 풀어 되면서, 
조종사는 이륙을 위해서 더욱 강력한 불꼴을 엔비롭 내부로 쏘아 올리게 됩니다. 자! 이제 출발 합니다.

3. 발룬 비행/Flying The Balloon

조종사가 불꽃을 쏘아 올리면 엔비롭 내부의 공기가 뜨거워 지면서 기구가 서서히 
수직으로 상승하게 되는데, 때로는 조종사가 낙하산 발브를 열고 닫으면서 열을 배출 
시키기도 하지만, 평상시에는 대기의 낮은 온도가 열을 식히기 때문에 하강 할 때를 
제외하고, 대부분 가열로 바람의 흐름 방향을 따라 비행 합니다.

일반적으로 바람은 고도에 따라 다른 방향으로 방향이 진행 됩니다. 
조종사는 고도에 따른 바람의 방향을 이용하여 고도와 비행의 방향, 
이륙과 착륙을 조정하게 됩니다.

조종사는 미리 선정한 착륙 지점이나 착륙하고자 희망하는 지점을 
선정하게 되면 하강 속도를 콘트롤하여 착지를 하게 되면 즉시 
꼭대기 낙하산 발브를 열어서 내부의 뜨거운 열기을 밖으로 배출 
시킵니다. 착지를 했을 때 지상풍속에 따라 기구가 똑바로 선 채로 
부드럽고 가볍게 착륙 할 수도 있지만, 기구 전체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잠시 바람에 짧은 거리를 이끌려 갈 수도 있읍니다. 

이렇게 지상풍속이 있어서 착륙을 하게 되는 경우 조종사의 안내를 주이 깊게 들어야하고, 
승객 자신도 차분하게 착륙을 준비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조종사가 비행을 위한 
기후를 사전에 점검을 하기 때문에 기후로 인한 무리한 비행을 하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통보하여 스케줄을 취소 할 수도 있읍니다.

4. 발룬 조정/Steering The Balloon

발룬 조정의 요점은 바람의 방향과 고도에 있읍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조종사는 
이륙에서 부터 착륙/비행까지고도에 따라 달라지는 바람의 방향을 인식하고, 
Wind Layer (고도에 따른 바람의 방향)을 이용하여 비행 합니다.

5. 착륙과 페킹 하기/Landing and Packing Away

안전하게 착륙을 마친 후에 지상요원의 협조로 크라운 라인을 잡아 
당겨서 엔비롭을 서서히 압착 시키는 것을 먼저 실행 하게 되는데요, 
엡비롭을 접을 때 가능하면 내부에 공기가 남아 있지 않게 하고, 
나머지 기구에 부착 된 버너나 바스켓을 분리하게 되고, 애비롭은 
가방에 집어넣어서 준비 된 차량에 적재 하는 것으로 끝이 나면서, 
다음 비행을 준비 하게 됩니다.

6. 추적요원/Chaser
 
보통 지상요원 중에서 경험이 많고 지역을 잘아는 사람이 업무를 
실행하게 되는데 추적차량은 착지 후에 수거하는 모든 장비와 승객/
조종사를 태울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하며, 보통 밴이나 
픽업 트럭에 소형 트레일러를 이용하여 충분한 공간을 확보 합니다. 
엔비롭의 무게가 50~120 kgs 이상이 되느 경우도 있읍니다.

추적요원과 조종사 양자간의 통신은 쌍방 라디오나 워키토기로 서로 
교신을 하지만 서로의 거리가 짧을 때는 소리쳐서 서로 교신하기도 
합니다. 최근  지역 통신법에 위반 되지 않는 고도가 낮은 비행의 경우엔 셀폰으로도 
많이 사용 합니다. 단지 고도가 높은 경우에는 상방 라디오를 사용해야 합니다.



열기구 안전요원 지침서

열기구 요원 지침서

지상요원과 조종사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히 요구 되는 여러가지 상황들을 미리 알게 
되므로서 발생 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 할 수 있읍니다.

1. 열기구가 이륙하는 즉시 지상요원들은 남겨진 모든 장비를 신속하게 추적차량의 적절한 
    장소에 정확히 적재를 마친 후 출발 해야 합니다.

2. 안전한 비행을 돕기 위해서 추적차량 운전수와 방향 안내자가 2명이 따라야 합니다.

3. 추적 운전자는 비행 중인 열기구을 쳐다보느라 방만하거나 운전을 하는데 
    집중력을 잃으면 안됩니다.

4. 방향 안내자는 열기구의 운항 방향을 보고 운전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5. 운전자는 일반도로에 들어서게 되면 모든 교통법규를 지켜야 합니다.

6.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은 물론 지나가는 모든 차량에 대한 방어운전을 해야 합니다.

7. 많은 경우 열기구의 비행하는 것을 보기 위해 도로에 정차한 차량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8. 필요에 따라 추적 차량이 정차를 하고,  기구의 진행을 관찰해야하는 경우에는 지나는 차량을 
    고려해서 길 중앙에 정차하지 말아야 하며, 길가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나 주위의 주차장이나 
    안전한 곳에 주차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9. 특히 과속,음주는 삼가 해야하고, 서행시에는 프래쉬라이트을 켜고 방향 전환시에는
    미리 턴신호를 해야 합니다.

파운드

250 
140  
50 
3 × 135 = 405  
5 × 150 = 750 

1595 

5922 

(3.76 tons) 7517 

열기구 평균치 통합무게

부품 

앤비롭/100,000 cu ft (2,800 m3) 
5인승 바스
더블 버너
프로판 연료탱크 3개/20갤론 (75.7-liter)
승객 5명 (조종사 포함)

sub total

가열 된 앤비롭 내부 공기 무게
100,000 cu ft (2,800 m3)

total

Note: 1) 대기의 공기를 섭씨 99도로 가열시 공기밀도 0.9486 kg/m³로 계산.
        2) 5인승 열기구의 전체 무게는 약 3.8톤.

킬로그램

113.4
63.5
22.7
183.7
340.2

723.5

2686.2

3409.7



지상요원이 알아야 할 기본 3가지 요소

추적
추적이라고 해서 꼭 뒤에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열기구의 비행 속도에 맞춰서 가장 근접하게 
따르거나 조금 앞서는 듯한 운전이 이상적 입니다. 보통 초보 운전자는 뒤에 따라오지만, 유경험 
운전자의 경우는 유용한 도로 상태를 파악하여 조종사와 원활히 교신 할 수 있게, 조금 앞서는 
듯이 열기구 운행 방향에 따른 장애물을 파악하고, 마치 열기구가 따라오는 듯하게 유도 합니다.
유능한 추적자는 충분히 포장 된 도로에서 유도 할 수 있으며, 오프로드로 많이 진입하게 되면, 
자동차와 장비에 무리가 발생 할 수도 있기 때문 입니다. 착륙지점이 대부분 오프로드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추적 중에는 포장 도로에서추적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진행 방향에 따른 조종사와 추적차 간에 정보교환은 매우 중요한데,  특히 착륙을 위한 저공시에 
나타나는 장애물을 조종사에게 알려 줌으로서 많은 도움이 되고, 조종사도 추적 차량의 도로방향을 
알려주는 것이 좋은 방법 입니다. 조종사가 지나치게 지상요원의 일에 대하여 간섭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고, 조종사는 필요에 의한 지시만 하고 가능하면 비행에 집중하도록 해야 합니다. 
착륙지점이 선정이 되면 추적차량에 착륙지점을 미리 알려 줍니다. 때로는 추적차량이 착륙지점에 
먼저 도착하여, 운전자와 방향 안내자가 도움을 줄 생각은 않고 그냥 앉아 있는 경우는 상호간의 
협동심을 깨트리게 됩니다. 특히 지상에 풍속이 높은 경우에 사전에 정한 착륙지점을 변경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이를 즉시 추적차량에 알려야하고, 바람의 상황을 추적차량이 미리 조종사와 
교신을 하면 더욱 순탄한 운항을 할 수 있읍니다. 

신호와 교신
여러가지 상황에 대비하여 지상요원 관리자와 조종사는 몇가지 코드로 교신을 하게 되는데, 특히 
프로판가스 2통은 승객의 비행을 위해서 사용하고, 나머지 3번째 연료탱크를 작동하는 싯점에서 
바로 착륙지점을 탐색 합니다. 1번과 2번 탱크에 5~10% 정도의 연료를 남겨두고, 3번 탱크로 
스윗치 하자마자 "스윗치 넘버 3" 라고 추적차량에 알려주면 이는 즉시 착륙을 시도 한다는 것과
착륙을 위한 준비를 하라는 신호 입니다.

몇가지 요원들 간에 이해하는 코드를 승객들에게 자세히 이야기하지는 안습니다. 그냥 지금 부터 
착륙을 시도 한다고만 이야기 합니다. 왜냐하면 탑승 전 브리핑 시간에 이미 착륙에 대한 설명을 
하기 때문 입니다. 혹 문제가 발생 했을 경우 코드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추적차량 요원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 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필수 요원
지상요원 중에 가장 경험이 많은 팀장을 주로 운전자가 되는데, 가능하면 추적경험이 없는 운전자는 
운전를 맡기지 안습니다. 만약에 한사람을 훈련 시켜서 좋은 운전자가 된다면, 지상요원 중에 중요한 
위치를 갖게 되는데, 좋은 운전자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조종사에게 많은 도움을 줍니다.

추적차량이 조종사의 시야에 항시 볼수있다는 것은 조종사의 마음을 한결 편하게도 하지만, 시야에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조종사의 집중력이 산만해지는 경우가 발생 할 수도 있기 때문 입니다.

준비물

담요: 깨끗한 모직 담요는 극한 상황과 추위를 위해 필수적으로 준비.

카메라: 발생 될 상황은 물론 비행 기록, 좋은 경치 등 촬영.

페인: 비행 후 파티나 착륙지점의 토지주와의 관계 위로.

윈치시스템: 차량이 진흙탕에 빠지는 경우를 대비 혹은 체인



나침판: 생소한 지역에서 추적차량이 방향에 혼선이 발생 되는 경우.

아이스박스: 특히 여름철 탈진 상태 예방을 위해 물에 적신 타올 필요.

비상연락망: 비상 연락 전화번호/소방서/경찰서/앰브란스

소화전: 비상시 사용

구급함: 비상조치

전등: 프래쉬와 밧데리 여분

의류: 면종류의 비상 옷가지

개솔린: 송풍기와 추적차량 비상용

헬륨탱크: 풍선으로 바람의 방향과 속도 측정용.(for Pibals)

뜨거운 음료: 특히 동절기 필수.

얼음제거/소금: 특히 동절기 필수

방충제: 여름철 준비.

발룬 번호: 비상시 신고용 확보

지도: 착륙지역 200km 역내 지도

엔진오일: 송풍기와 추적차량 비상용

풍선: 바람의 상태 확인용

포켓나이프: 비상용

보험증서: 발룬과 추적차량

라디오: 조종사와 추적차량 교신용. 이륙 이전에 필히 점검

스페어 타이어: 추적차량 비상용 렌치 포함

휴대전화: 비상용

계류로프: 비상용이나 아동용 계류비행시 필요.

연장: 추적차량 비상용 

체인: 토잉 혹은 견인용

쓰레기봉지: 쓰레기용

차량 등록증: 추적차량 소지용

식수: 필수

발생 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위해 철저히 점검을 하는 것은 모든 사고를 사전에 예방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장마 후, 동절기에 주의를 기울어야 합니다.  선진국의 경우는 사전에 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과 준비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 보다 훨씬 작은 제로에 가까운 
사고율을 나타내고 있읍니다.



열기구 정비와 수리 / Maintenance and repair

핫에어발룬도 비행기의 일종으로서,
정기적으로 정비와 수리를 병행하여 비행 할 수 있는 내항성을 
필수적으로 유지해야 함은 매우 중요한 요청 사항 입니다.

열기구는 섬유질로 제작 되여 있어서, 우선 수평 콘트롤이 약하고,
때로는 찢어지거나, 뜻하지 않게 구멍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하므로서,
자격을 갖춘 기술자나 수리 가능한 업체에서 수리해야 함은 물론
조종사는 정비로그북에 수리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고, 수시로 점검을 해서, 
운항 중에도 세척과 건조를 해야 합니다.

정비/Maintenance

열기구의 수명과 안전을 위해서 항상 깨끗하고 건조 된 상태로 보관 해야하며, 특히 이른 
아침이나 석양에 운항을 하게 되므로서, 항시 젖어있는 상황에서 준비 회수 작업을 하게 되고, 
착륙이 진흙탕에서 이루어지면 재봉한 부분이나 힌 자리에 곰팡이가 피어나 섬유질을 손상 
시키게 되므로 수시로 깨끗히 세척 후에 펼처 널어서 건조를 해야 합니다. 
 
특히 버너와 연료 시스템의 경우는 항시 청결하게 유지해야 하고,
수시로 프로판가스 연결 호스와 발브를 점검하여 교체하거나 수리를 해야 합니다.

바스켓의 경우도 수시로 점검하여 곰팡이가 피지 않게 하고, 청결한 상태는 물론
바닥 받침대에는 이상이 없는지 점검하여 교체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관광용 운항업체의 경우는 지정 수리업체에서 1년에 한번 혹은
100회 운항시 한번씩 점검 및 수리를 의뢰하여 운항 내공성을 인정 받읍니다.

수리/Repair

만약에 찢기거나 구멍이 생기고, 불에 탄 경우에는 펫치 작업을 하거나 문제점이 영향을 미치는 
패널판을 교체 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는 재봉과,함께 여러가지 풀붙이기, 스티칭, 테이핑 등의 
기술적인 작업이 필요하게 됩니다. 패널 전체를 교체해야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면, 낡은 패널을 
걷어내고 새로운 패널을 봉재해야하는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 합니다.
 



열기구 조종사 자격증 / Licensing

열기구 조종사는 위치, 사용용도에 따라 관련 법규를 이해하고 
지켜야하기 때문에 필히 자격증을 획득 해야 합니다.

한국기구 협회 자격 획득 조건

조종자 자격증

1. 만 14세 이상 일것.

2. 총비행시간 20시간 이상 일것.

3. 20회 20시간 이상의 비행으로 다음 "가"에서 "나" 조건을 충족할 것.

    가. 15분 이상의 비행으로 인플레이션-비행-랜딩까지 10회 이상 버너를 조작했던 경험을 갖고 있을것.

    나. 교관조종자 또는 안전분과위원회가 인정한자의 지도비행 3회 2시간 이상비행경험이 있을 것.

    다. 인플레이션-비행-랜딩까지 버너조작을 하여 착륙지까지 고도 2000피트 이상의 비행경험이 있는 경우.

4. 상기 기록은 안전분과 위원회가 인정한자의 비행 Check 환인후 인정

5. 지정도니 비행보고서, 비행일지 제출.

6. 협회가 지정한 지도자의 연수를 받았을 경우 상기 심사기준을 적용하나 지정도니 교관 조종자의 

    책임 있는 확인으로 인정.

교관 자격증

1. 과거 2년 이상 협회 회원인자

2. 만 24세 이상

3. 열기구 조종한 경험이 5년 이상 일것.

4. 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연수기관 및 외국의 연수기관에서 지도 조종자 교육과정을 이수한자 

    또는 지도 조종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로 부터 지도 조종자의 교육을 받은자.

5. 열기구 조종자로서 아래 비행 경험이 있는자.

     가. 75시간 이상의 비행

     나. 1시간 이상의 무착륙 비행 2회 이상

     다. 15분 이상 단독비행 2회 이상일 것

     라. 직선거리 15km 이상의 비행 2회 이상

     마. AX-6, AX-7,AX-8 이상으로 각 5회 이상 비행경험이 있느자.

     바. 다른 기체로 3기 이상의 비행경험이 있을 것

6. 과거 2년간 1회 이상 지도자 강습에 참여한 자

7. 비행 REPORT, TRAINING LOG, 기체 LOG, 지도, NOTAM(Notice to Airman)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것을 정확히 작성하고 실천한 자.

8. 안전분과 위원회가 추천하여 이사회가 승인한 자.

검사관 자격증

1. 과거 2년이상 계속 협회 회원자격을 유지한자

2. 만 24세 이상



3. 협회 열기구 조종기능증명을 소지하여 2년 이상경력이 있을 것

4. 열기구 조종자로서 아래의 비행경험이 있을 것 

     가. 75시간 이상의 비행

     나. AX-6,AX-7,AX-8 이상의 비행경험이 있을 것

     다. 다른 기체로 4기 이상의 비행경험이 있을 것

5. 열기구 검사간의 추천이 있을 것

6. 열기구의 설계, 제작에 풍부한 지시을 갖추고 있을것

7. 과거 1회 이상의 강습회에 참가한 일이 있을 것(2년간)

8. 열기구 내공성 심사기준, 기체 LOG,기체등록,갱신제도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이것을 작성할 수 있는자

9. 협회의 시스템을 이해하고 알고 있을 것

10.안전분과위원회가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승인한자 

미국 FAA 자격 획득 조건

Student  Pilots(학생용)

1. 14세 이상으로 1차 student license를 확보해야 다음 단계 확보 가능

2. 영어 읽기/말하기/이해 가능한 자

3. 건강 검진 (의사의 소견/훈련 적합 여부 검증 차원)

4. Student pilot certificate (FAA Inspector 발행분 혹은 지정 시험관)

5. 강사의 주관하에 비행 가능하나 영업 행위나 승객 태울 수 없음
                                                                                 
Private Pilots(개인용)

1. 16세 이상으로 하기 소정 교육을 이수한 자

2. 영어 읽기/말하기/이해 가능한 자

3. 건강 검진 (의사의 소견/훈련 적합여부 검증차원 )

4. FAA 필기 시험 합격자

5. 하기 소정 교육 이수자

    Balloon 10 시간 이상 경험자: 강사 참관 비행 6회 이상 인정, 30분 이상 두번 비행 이상 인정,

                                          3,000 피트 이착륙 1회 이상, 단독 비행 1회 이상

6. 하기 과목 이수자      

    a. ground handling & inflation (열기 주입)  

    b. preflight check (사전 점검)

    c. takeoff & ascents(이륙/상승)

    d. descent & landing(하강/착륙)

    e. emergency condition(위기 상황)

Commercial Pilots(상업용)

1. 18세 이상

2. 영어 읽기/말하기/쓰기 가능한 자

3. 건강 검진 (의사의 소견/훈련 적합여부 검증차원)

4. FAA 필기 시험 합격자 (Advanced 고급)



5. Private pilot  과목 이수자(과목 a~e)

6. Commercial operating procedure(보충 수업) 

7. Emergency recovery from terminal velocity descent. (터미날 급하강 대처)

8. 35 시간 이상 경험자: balloon 20 시간 이상, 강사 참관 비행 6회 이상 인정,

                               강의 기간 내에 2회 이상 비행, 5,000 피트 이착륙 1회 이상,

                               단독 비행 2회 이상

Note: Commercial pilot certificate may operate for hire & flight instruction.

        상업용의 경우 의무적으로 자격증 소지자가 운항 가능

                                                     

Maintenance & repair: commercial pilot certicate을 확보한 자로서 1,000 시간 수리 

                               실무 경험자, 8 주간 intensive course  (학교 추천)

       



열기구 용어와 구조

원리

발룬의 원리는 대기의 공기 보다 뜨거운 공기로 뜨게 한다는 것 입니다.
열기구에는 버너가 장착 되여 있어서 특수섬유로 제작 된 엔비롭에 뜨거운
공기를 채우면 점차적으로 부력이 발생하여 중력을 극복하고 뜰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떠있는 것이 아니라, 엔비롭 내부 공기 차가워지면 
점차적으로 하강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엔비롭 내부의 공기온도를
높히거나 낮춤으로서 고도를 조종하게 됩니다. 

미리 송풍기로 내부에 채워진 공기를 뜨겁게 가열하게 되면 주변 대기의 온도보다
엔비롭 내부의 공기가 뜨겁게 되므로 떠오를 수 있는 부력을 갖게 됩니다.

최고 섭씨 120도 까지 가열이 가능하며 평균 400-500 시간을 운영 할 수 있읍니다.
이렇게 최고의 온도를 항시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조종자들이 최고의 
온도보다 낮은 알맞은 온도 유지로 엔비롭의 수명을 많이 연장 합니다.

기본 구조

열기구의 구조와 원리는 알고나면 간단하고, 조종이 용이하도록 되여 있읍니다.
크게 3가지를 부분적으로 아래와 같이 나누어 설명 합니다.

1. 엔비롭: 뜨거운 공기를 담을 수 있는 용기/풍선 모양의 방화섬유(폴리유레텐)로 아래 열려진 
부분을 마우스 혹은 목구멍 이라고 합니다.
                  
2. 바스켓/곤도라: 승객과 가스통 그리고 운항계기 등을 탑재하는 등나무로 제작 된 바구니를 말 합니다.

3. 버너 시스템: 바스켓에 상단에 고착 시킨 상태로 엔비롭 마우스를 통해서 가열을 엔비롭 내부에 
할 수 있도록 엔비롭과 바스켓 중간에 위치 합니다.

제작에 따른 기초 설명
 
엔비롭/Envelope: 가볍고 강한 신데틱섬유질로 타거나 짖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립스톱 나이론이나 
데크론 섬유로 만들어지고 있으며, 마우스에서 꼭대기 크라운링까지의 수직형 부분을 "고어" 라고 
하며, 작게는 4개짜리 고어에서 크게 24개 짜리 고어까지 있읍니다. 

이음새/Seams: 이중으로 겹쳐진 두개의 섬유를 로드 테이프에 평행으로 재봉하는 것을
"더블랩심" 이라 합니다. (Double Lap Seam) 

코팅/Coatings: 발륜 섬유에는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코딩이 되어 있으며, 코팅이 벗겨지거나
오랜 시간 사용으로 낡아진 경우는 엔비롭의 수명을 판단하게 됩니다.

사이즈/Sizes: 엔비롭의 사이즈는 다양하게 분류 할 수 있읍니다. 홉퍼 혹은 크라우드 홉퍼라고 
불리는 아주 작은 사이즈 (594입방미터/21,000 cf,ft)로서 1인용/스포츠용에서 관광/사업용 
운영을 위한 (16,986입방미터/ 20인승) 이상의 거대 사이즈가 있읍니다만 10승 정도를 사업용으로 
추천 합니다.



통풍구/Vents: 디스크 모양의 납작하고 펄럭일 수 있는 낙하산 모양으로 엔비롭 내부 최상단에
위치하여 배기 조종이 가능하도록 한 기능으로서, 벤트라인이 바스켓까지 연결 되여 조종사가 
기류를 타거나 하강시에 조정이 가능 합니다. (deflation port/maneuvering vent)

바스켓/Baskets: 등나무나 버드나무를 역어서 만든 바구니로서 발루닝에 필요한 가볍고 튼튼함이 
오랜 세월 입증 된 것 입니다. 등나무나 버드나무를 사용하는 이유는 착지시에 충격을 완화 시키고, 
튜빙 알류미니엄 골조를 에워싸는 엮음으로 제작 되여 있읍니다. 바스켓 위쪽으로 고정 된 프레임은 
승객과 버너를 보호하고 착지시에 기우뚱거림을 잡아 줍니다. 알루미니엄이나 파이버그래스로 된 
곤도라는 가볍기도 하지만 충격과 안전에 약하다는 이유로 노리기구형 헬륨기구에 많이 사용 합니다. 
윅커 바스켓 이라고 하는 바구니형이 보다 가격이 비싼 편 입니다.

버너 시스템/Burner: 액화 된 LPG 가스를 기체화 시킨 불꽃을 마우스를 통해 앤비롭 내부에
쏘아올리는 역활을하며, 조종사가 버너 하나 혹은 두개를 점화 시켜 필요한 열량을 조정 합니다. 
버너는 메탈코일 이나 프로판 튜브코일로 만들어져 있으서, 버너에 장착 된 압력 계기는 바스켓 
내부에 위치한 압력 탱크의 LPG가스가 유연성이 있는 호스를 통해 버너코일에서 액체가스를 
기체화 하여 뿜어 올리며, 바스켓 상단에 수평고정대 중앙에 위치하여, 조종사가 필요한 열량을 
가하기 위해 방아쇠형 손잡이/브라스트발브를 조정하여 정확히 엔비롭 중앙으로 쉬익 소리와 함께 
평균 6~8 피트 높이의 불꽃을 시간당 12백만/BTU (3룸 하우스/120채 평상 온도)의 화력을 쏘아 
오릴수 올릴 수 있도록 제작 되여 있읍니다.

연료탱크/Fuel Tanks: 보통 LPG가스를 담을 수 있는 원통형 알류미니움이나 스테인리스 혹은
타이타늄 제질을 사용한 압력 용기로 연료 공급과 제충전을 할 수 있는 발브가 있읍니다. 연료 
게이지와 압력 게이지가 있어서 연료의 공급 압력과 연료의 양을 측정 할 수 있읍니다. 최근 
LPG가스를 열기구 연료로 사용하게 된 원인은 석유에서 추출 되고 있어서 다른 연료보다 값싸고 
용이하게 구입 할 수 있고 메르캅탄이라는 달작지근한 냄새가 누수현상을 쉽게 감지 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10갤론들이 알류미니움 탱크에 비해서 20갤론 들이 스텐리스 용기가 값은 비싸지만
가볍기 때문에 스텐리스 용기를 많이 사용하기 시작 했읍니다.

가열(Air Heating)의 2가지 방법: 
1. 스탠다드 히딩: 방아쇠형 브라스트발브를 수시로 작동해서 엔비롭 내부에 적정 온도를 
                       유지하면 고도 유지가 용이하게 됩니다.

2. 크루즈형 히딩: 일정량의 가스 흐름으로 감시하여 분사하게 되면, 엔비롭 내부에 적정온도를 
                        미터형 히딩 유지하게 되여 수시로 방아쇠형 브라스트 발브의 조작을 하지 
                        않아도 똑바른 수준의 비행을 같은 고도로 계속 운항하는 방법.

스커트/skirt: 엔비롭의 제일 아래 부분으로서 벗겨내고 교체 할 수 있으며, 불꽃이 엔비롭 
내부로 효과적으로 들어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활로서 특히 바람 부는 날씨에 버너를
보호하는 역활을 합니다.  

온도 인식기/Temperature Indicator: 꼭대기 크라운에 부착 된 온도 감식는 부착시에 흰색으로 
나타나지만 엔비롭 내부에 온도가 필요 이상으로 올라 갈 때 검은 색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열기구을 즉시 점검 수리 해야 하다는 신호 입니다. 고온계(Pyrometer)로 대체 할 수도 있읍니다.

최적 안전운항 무게/the maximum safe gross weight: 최적 안전운항 무게의 기준은 주로 
대기 온도와 고도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엡비롭 사이즈(입방미터)와 승하강시의 조건에 따라 
다르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비행시간대에 조종사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조종사는 승객과 장비의 무게를 해당 비행 마다 새롭게 기록 계산 합니다.
참조: FAA-certified curves for estimating temperature-limited gross weight. 
       FAI(CIA) Hot air Balloon clasification



필수 보조 장비/Required Equipment

조종사가 필수로 소지해야하는 장비와 수시로 필요에 의해서 준비 해야하는 장비로서 
FAA에서 요청하는 필수 보조장비의 종류.

고도계/Altimeter: 지상고도를 알려주는 계기로서, 통상 해발고도를 알려주도록 되여있지만,
이륙지점의 고도를 알수있게 조정 할 수 있는 계기.

승강계/Variometer: 일명 상승계라고도 합니다. 해발의 높이를 피트로 알려주는데, 1000 피트
이상을 오르고 내리게 되는 경우 일반 생활적 개념의 유관으로 측정하기는 어렵게 됩니다. 
아울러 수직이동 속도도 초나 분 단위로 피트로 나타납니다.

고온계/Pyrometer: 엔비롭 꼭대기 크라운 근처에 센서를 내부에 부착 되여 있어서 바스켓에 
있는 미터기로 내부 온도를 알려주는 역활을 하는데 자동차의 RPM 계기판 처럼 빨간 부분을 
가르키면 엔비롭 내부 섬유질에 손상이 가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계기판

연료계/Fuel Gage: 바스켓에 실려있는 연료탱크에 부착 되어있는 연료계기로 프로판가스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안전운항의 최우선이 됩니다. 아울러 계기의 작동여부도 
이륙에서 부터 세심히 확인해야 합니다.
 
스파커/Sparker: 점화용 불씨(Pilot Light)가 꺼진 경우를 대비하여 불씨를 살릴수 있게
최소 2개 정도의여분과 라이터나 성냥을 준비하는 것이 좋읍니다. 용접에 사용하는 
스파커도 좋은 지참이 됩니다.
 
헤드기어/Headgear: 보호용 모자나 헬멧은 구명보트에 안전장비가 충분히 준비 되여 있는 
것과 같이 모든 승객을 위해 필수적으로 준비 해야 합니다. 특히 빠르게 착지를 해야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는 경우를 위해 미리 승객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추천 장비/Recommended Equipment

보호의류/Protective Clothing: 사전 예방 차원의 몇가지 두터운 의류가 필요 합니다.

고글/썬그래스/Goggle/Sunglass: 조종사는 눈을 보호 할 수 있는 고글이나 썬그래스가 
필히 필요한 점은 버너를 작동하는 경우 예고 되지 않은 바람이 불거나 경우 불꽃이 요동치는 
상황을 대비 합니다.

장갑/Glove: 조종사나 요원들은 두꺼운 장갑을 항시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특히 초기 셋업 
상황에 요원들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 입니다.

긴소매 셔츠/Longsleeve Shirt: 조종사와 요원은 항사 긴소매 셔츠와 긴바지 착용을 권정 합니다. 
폴리에스터나 나이론 섬유의 옷보다 방화섬유나 목화 재질로 된 의류가 보호 역활을 합니다.

부츠/Boots: 튼튼한 부츠나 목이 높은 신발 착용은 여러가지 상황에서 도움이 됩니다.

소화전/Fire Extinguisher: 바스켓 내부에는 물론 추적를 하는 지상요원의 차에 하나씩
준비 해야 합니다.

구급상자/First Aid Kit: 바스켓 내부와 추적차에 필히 화장치료약과 함께 일반 구급용
도구와 약품을 비치 해야 합니다.

로그북/Log Book: 비행 일자에 관련 된 자료를 조종사가 기록하여 보관하는 문서.



선택장비/Optional Equipment
 
전기용 브라스트 발브/Electric Blast Valve: 누르는 단추형 콘트롤 브라스트 발브를 
가능하면 바스켓에 장치 되여있읍니다.

전기용 점화장치/Electronic Ignition: 위와 같은 내용으로 밧테리와 연결 되어 점화용 
불씨가 항시 켜진 상태를 유지 합니다.

나침판/Compass: 현재까지 FAA는 모든 조종사는 운항중에 나침판을 소지하도록 요구 합니다.
단거리 비행의 경우는 실용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장거리 비행이 발생하는 경우는 정확히 
방향을 인식 할수 있읍니다.

통신장비/Communication System: 단거리 비행의 경우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높은 고도의 장거리 비행 일 경우에는 항공 관제구역의 콘트롤타워와 교신 할 수 있는 항공 
라디오와 응답기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열기구 용어집

Aerostat/에로스테트: 비행기구/항공선/열기구 따위. 

Aerostation/에로스테이션: 경기구/경항공기/ 조종술[학]

AGL/에지엘: 지상 고도. Above Ground Level 

Ammonia (NH3)/암모니아: 가격면에서 헬륨의 50% 정도로 대체연료로 1990년도에 많이 
사용했읍니다. 이후에는 LPG가스를 많이 사용 합니다           
                           
Balloon/벌룬: 풍선형 열기구의 일반적 명칭

Balloonatic/벌루네틱: 벌룬과 페너틱의 합성어로서 버루닝에 미친 사람. 주로 벌룬에서 
숙식하면서, 새벽 4시에 버룬을 띠울 준비를하는 사람들에게 불려지는 애칭.

Basket/바스: 일명 곤도라라고 합니다. 
사람과 장비를 적재 할 수 있는 삼각형 혹은 직사각형 모양의 부력과 장력에 견딜수 있도록 
등나무로 튼튼하게 제작된 바구니. 기구의 아래 부분에 부착되여있어서 사람과 연로로 사용되는 
가스통과 버너, 소화전이 장비로 함께 적재되며, 고도계, 상승계, GPS, 워키토기가 함께 적재 
됩니다. 사이즈는 2인승 부터 10인승 까지가 적합하며, 그 이상의 사이즈는 숙련 된 전문 
파이로트의 선택 사항이 됩니다.
 
Barnes Basket/반스 바스켓: 초기 창작자 트레이시 반스의 이름을 따서 사용되는 삼각형 바스켓.

Burner/버너: 바스켓 상단에 설치 되여있어서, 액체 프로판 가스를 기화시켜 강력한 불꽃을 만들어 
내도록 설계 되여 있읍니다. 항시 점화 되여있는 작은 파이로트 불꽃이 버너에 불꽃을 크게 점화 
시킬 수 있도록 조종사의 쉬운 밸브조정으로 수시로 뜨거운 열을 기구안에 불어 넣을 수 있도록 
되여 있읍니다. 생산업체 마다 구성과 출력이 달라서 BTU/100만 단위로 출력을 측정 합니다.

Biner/비너: D형 혹은 O형의 잠금쇠
 
BTU/비티유: 열량의 단위/British Thermal Unit (BTU) 
1 파운드(0.45Kg)의 물을 화씨 1도(섭씨 0.56도)로 물을 데우는데 필요한 열량.

Certificate of Airworthiness/내항 증명서: 소유한 벌룬을 정기적으로 기구 섬유와 바스켓의 
매듭 등 하자 여부를 검증 받은 후에 발행 받으므로서, 비행이 허락되는 증명서.
한국 열기구 협회 관장 (Korea Balloon Association)



Carabiner/캐러비너: 카라비너. 등산할 때 사용하는 타원 또는 D자형의 강철 고리.

Chase Crew/체이스 크루: 열기구의 비행 중이나 착륙 이후 원점까지의 회수에 대한 제반 
사항을 참관하여 조종사의 지시에 따라 도움을 주는 사람. 또는 자동차로 열기구의 비행 
방향을 따라 가면서 조종사와 교신 업무을 하는 사람.

Crew Chief/크루칩: 승하강시 조종사에 주로 도움을 주는 지상요원의 최고 경험자.

CNT/Convergent Navigational Task/집중운항과제: 페스티발이나 경기에 참관하는 경우에 
경기의 Finish Line과 같은 개념의 타겟-X (Target-X)를 관활 경기 구역 내에 안전하고
확실하게 지상 타겟-X을 표시 정하게 됩니다. 사전에 점검 된 이륙장소가 타겟-X에서 1~3 정도 
거리를 두고 이륙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회에서 선정하여준 마커(Marker)를 비행 중에 타겟-X에 
던지게 되는데, 타겟-X의 중앙에서 떨어진 위치까지 거리를 비교하여 점수를 계산 합니다.
보통 몇 인치 차이로 등수가 갈립니다.
 
Cremation Charlie/크리메이션 찰리: 뜨거운 공기를 주입하기 위해서 펼처진 기구의 내부를 
잡아주는 역활자로서 내부섬유재질에 불이 붙는 것을 방지하는 역활자. 송풍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역활이 별로 필요치 않음.

Crown/크라운: 기구의 중심 꼭대기 정점

Crown Ring/크라운링: 기구 꼭대기 정점에 위치한 둥근쇠로서 로드테이프를 잡아주는 
기능을 합니다.

Crown Line/크라운 라인: 기구 꼭대기 크라운에서 바스켓 까지 내려 놓은 15~30 미터 길이 
밧줄로서 기구의 높이 보다 조금 길고, 한사람이 뜨거운 공기 주입과 공기를 뺄때 기구의 
균형을 잡는 기능을 합니다.

Drop Line/드롭라인: 밸드나 곤도라에 묶여 있는 밧줄로서 하강시 지상요원의 도움으로
기구를 조정하여 묶거나 착륙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합니다.
                                     
Envelope/엔비롭: 기구의 섬유로 제작 된 풍선 부분 만을 말하며, 바스켓의 윗부분에 위치 합니다.
                                 
Equator/이퀘이터: 엔비롭의 적도로서 구피의 수평중심 부분으로서 엔비롭의 강장 넓은 부분.
 
FAA/미국연방 항공청: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1958년 8월 1일 미국 내에 설치된 
조직으로 항공기재, 공항, 항공관제, 항공의학 등의 기재, 시설보안, 운항에 관련된 감독을 
실시하는 미국연방 항공청을 말합니다.

FAI/국제비행선 조종협회: Federation aeronautique internationale 1905년 10월 14일 스위스에 
설립 된 조직으로 비행선 항공 및 우주선 항공에 관련 된 세계 조정 기구로서 한구 열기구 협회도
FAI 산하 기구인 CIA(Commission Internationale d'Aerostation)에 소속 되여 있읍니다.

Flap Inflation/프랩인프레이션: 송풍기로 기구에 대기공기로 채우기 전이나 버너를 작동하기 
전에 엔비롭 마우스가 위아래로 움지이는 상태를 말하며, 이때 크리메이션 찰리의 역활이 
필히 필요하게 됩니다. 

Fly-in Task/프라이인 테스크: 경기나 이벤트의 비행과제로서 운항궤도 경기라고도 하며, 
지정 된 거리를 비행하여 scoring X마크가 있는 지점에 여러가지의 고도에 따라 체공시간을 
점수로 책정 합니다.

Glows/그로우스: 야간에 기구를 지상에 정착 시킨 후에 버너를 점화하는 행위.

Gondola/곤도라: 바스켓의 일명

Greasy Spoon/그리시 스푼: 바룬니스트들이 스낵을 즐길 수 있는 노천 카페. 
                                              



Hare and the Hounds/헤어 앤 하운드: 토끼와 사냥개라는 뜻으로 경기에 참관하지 않는 
사람들이 즐기는 게임으로서 토끼가 먼저 착륙하면 크게 X-마크를하고 뒤에 따라오는 다른 
열기구들이 하운드가 되여 콩이 들어있는 자루를 X-마크를 타겟으로 던지는 게임 일종.

Hesitation Waltz/헤지테이션 왈츠: 경기에 임하는 모든 심판관들이 모든 골문이나 목표물이 
준비 됨을 선언하는 뜻.

Hopper/홉퍼: 조종자가 앉을 수 있는 의자나 바스켓 아래 묶음안전 장치 혹은 바스켓 내부의 
다른 한 쪽에 서 있을 수 있는 공간

Inflator Fan/인프레이터팬: 먼저 버너에 불꽃을 점화하기 전에 송풍기로 엔비롭에 대기의 
공기를 불어 넣는 송풍기.

Judge Declared Goal/제이디지: 골대/타겟이 결정 됨을 심판관이 선포하는 행위/JDG

Key Grab/키그렙: 경기나 이벤트에 참가한 관객과 선수 모두가 참가하여 설치된 막대 
꼭대기에 먼저 올라서 열쇠를 확보하면 경품으로 주는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상품으로 
얻을 수 있는 게임의 일종.

Landowner/랜드오너: 열기구 이착륙을 위한 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 소유주. 

Landowner Relations/랜드오너 리레이션: 토지 주인과의 관계. 발룬 스포츠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이착륙은 물론 상공 통과에 이르기 까지 사전에 토지 주인과 최우선 혜택을 
허락을 받아야 편안하고 안전한 회수를 할 수 있읍니다. 

License/라이센스: 조종사면허증

Load Tapes/로드테이프: 엔비롭의 로드베어링 부분으로서 꼭대기 크라운에서 바스켓까지 
연결 된 강화 수직 경계선.

Mouth/마우스: 엔비롭의 기본 아래 열여있는 부분으로서 버너의 불꽃이 통과하여 내부에
찬공기에 열을 가 할 수 있는 입구. 드로우트/Throat 이라고도 합니다.

MSL/엠에스엘: 해발고도- Above Mean Sea Level 

Nomex/노멕스: 방화섬유로서 엔비롭 밑부분에 둥글게 처진 특수섬유 제질로서 바람에 의한 
불꽃 방향을 불꽃 방향을 마우스에서 내부로 유도하며 윗쪽의 섬유에 불이 붙지 않게 하는 역활.

Pilot/파이롯: 발룬 파이롯/조종사는 운영에 모든 것을 관장하며, 면허를 소지한 사람. 

Pilot Declared Goal/피디지: JDG와 같은 개념으로 경우에 따라 조종사가 타겟을 선정하는 경우.

Poles/포울: 바스켓과 버너, 에비롭 로드케이블을 잡아주는 안정 지주대

Prohibited Zone(PZ)/피지: 비행금지구역/토지주인으로 부터 허락 받지 않은 지역으로서 
최소한의 고도를 유지해야하는 경우도 발생 합니다.

PUT/피유티: 열기구 조종술 교육 중인 학생-Pilot Under Training

Parachute/파라숫: 엔비롭 내부 꼭대기에 위치한 작은 낙하산 모양의 발브(판막 배출구)를
일명 파라숫발브라고도 하며 하강시 당기면 열어지게 되어 있어서 엔비롭 내부의 뜨거운 공기를 
조금씩 배출하면서 하강 합니다. 착지 후에도 낙하산발브를 열어서 뜨거운 공기를 뺍니다.

Red Zone/레드존: PZ(비행금지구역)과 같은 개념 prohibited zone. 

Rip-stop Nylon: 엔비롭 상체 대부부분을 차지하는 특수 나이론 제질의 섬유.

Restricted Operations Zone/알오지: 레드존과 PZ와 같은 개념의 토지 소유주의 요청에 
따른 비행제한구역



Retrieve Crew/리트리브 크루: 지상 원상복구 요원/체이스크루와 같은 개념.

Rosiere/로지에르: 수소, 암모니아 가스를 사용하거나 LPG 가스의 열을 이용하여 비행이 
가능한 하이브리드형 열기구. 1995년 2월 스티브 포세트가 한국에서 캐나다까지 5400마일을 
102시간 15분이 걸려서 비행한 기록이 있읍니다.

Scoop/스굽: 미국형 발룬의 경우에 특수한 모양의 스커트 같은 것이 엔비럽 내부 꼭대기에서 
노멕스 끝자락까지 한쪽 방향으로 1~2인치 정도 마치 커튼 같이 돌출 된 부분을 말하며, 
비행 방향으로 두어서 방향을 원활하게하는 역활과 엔비롭의 뜨거운 공기가 꽉차도록
도움을 주는 역활을 합니다.  

Sensitive Zone/에스존: 다른 비행제한지역과는 다르게 토지주가 고도등 어떤 상황들을 
고려해서 사용을 허거한 지역.

Skirt/스커트: 엡비롭 제일 아래부분의 수시로 부착이 용이한 방화섬유나 노멕스로
만들어진 섬유 부분.  

Splash and dash/스프레쉬엔데쉬: 경험이 많은 조종사가 재미나고 교묘한 기술로 강이나 
호수에서 바람이 고요한 날씨에 물의 흐름방향을 따라 수면을 타고 즐기는 것을 묘사한 말로서 
조종사가 다시 버너를 점화하여 간단히 상승 할 수 있는 물타기 놀이 또는 매직카펫타기라고도 
합니다. 사진 촬영의 좋은 기회가 됩니다.

Spotter/스팟터: 뱃지나 이벤트 기념품, 발룬 라이센스 번호 등의 수집가.

Supports/서포트: Poles과 같은 개념으로서 바스켓과 버너, 에비롭 로드케이블을 
잡아주는 안정 지주대. 

SZ/에스존: Sensitive zone의 준말. 

Tank/탱크: 버너에 공급 되는 LPG 가스 담는 용기.

Tether/테더: 지상에서 계류하여 150피트를 상승 할 수 있는 시스템. 

Throat/드로우트: mouth와 같은 개념으로 사용. 

Thumbs Up/덥스압: 발진 허가 수신호로서 열기구 상공에 이상이 없는 경우
보내는 오케이 출발신호.

Weather Rock/웨더맨: 기상 관측관에게 작고 부드러운 돌을 던저서 이륙은
하였지만 기후가 비행에 좋지 않음을 알리는 행위.

Yellow Zone/엘로우존: Sensitive zone과 같은 개념으로 주의를 요하는 지역. 

Zebedee List/지비디 리스트: 중고 발루닝 장비를 사고 파는 리스트. 



열기구 경기 내용

발룬 경기/Balloon Competition

발룬 레이스가 이제는 세계적으로 특히 여름철에 대중적 스포츠 양상을 보이고 
있읍니다. 어떻게 경기를 하느냐? 하는 많은 질문을 받게 되는데, 경주라고 
답하기는 좋은 단어의 선택이 아닌 것 같은 이유는 피니쉬 라인의 테잎을 먼저 
닫는 것이 아니라 대회라고 하는 것이 알맞는 단어의 선택이라고 생각 합니다.

발룬대회는 간단히 선정 된 타겟에 얼마나 가까히 근접하느냐가 점수가 되는데요
다른 비행 수단과 다르게 열기구는 바람의 흐름에 따라 방향이 정해지기 때문에 조종사는 
많은 숙련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는 고도에 따른 바람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목표물을 
향한 콘트롤이 가능해야 합니다.

보통 일등에서 3,4 등까지 겨우 1인치 혹은 2인치 차이로 차등이 생기기 때문 입니다.
경기 감독관들은 복잡하고 교묘하게 과제를 정하기 때문에 비행을 아주 잘 수행 했다고 하더라도 
경기법칙을 위반하도록 유도 합니다. 이벤트에서는 조금 쉽고 서로 즐기는 방향으로 과제를 
정하지만, 국제경기나 중요한 이벤트에서는 아주 복잡하고 교묘하게 과제를 정하게 됩니다. 
아래와 같은 경기 종목이 있읍니다.

토끼와 사냥개/Hare and Hound

모든 발룬이 같은 장소에서 출발하게 되며, 제일 먼저 출발한 발룬이 토끼발룬이 되어 출발한 
후에, 나머지 발룬이 사냥개발룬이 되어서 정해진 시간 내에 이륙해서,토끼발룬이 적당한 장소에 
보통 지름 50피트의 X-마크를 하게 정하게 되면, 사냥개발룬이 뒤를 좇아서 배급 된 마크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X-마크의 중심에 던지면, 목표물 중심에 가까울수록 높은 점수를 얻어 
등수를 계산하는 방법.

씨엔티/Convergent Navigational Task (CNT)

보통 경기나 페스티발 장소에 타겟-X를 정하고, 출발은 타겟-X에서 부터 미리 정한 
1~3마일 반경 경기장 외곽에서 이륙하여 관내 타겟-X에 배급 된 마커를 타겟-X 목표물의
중심에 던저 가장 근접한 순서로 등수를 정하는 방법.

워터쉽다운/Watership Down

토끼와 사냥개/씨엔티를 합쳐 놓은 것과 같은 과제가 되는데, 미리 정한 1~3마일 
반경 경기장 외곽에서 이륙하여 적당한 장소에 첫번째 배급 된 마커를 모두가 던진 후에,
마커가 모여진 그자리에서 토끼발룬이 출발하고 사냥개발룬이 뒤를 좇아 토끼발룬이 
정한 X-마크에 두번째 배급 된 마커를 던지는 경기 방법.



키그랩/Key Grab

경기 참가 선수가 아닌 일반 참가자들도 기구 꼭대기에 있는 열쇠를 먼저 쟁취하는 
이벤트도 있지만, 실제 선수들이 10~20 피트 장대 꼭대기에 있는 열쇠를 씨엔티(CNT)와
같은 방법으로 경품을 획득하는 게임으로서, 자동차, 현금 혹은 새발룬 까지 커다란
상품이 부상으로 주어지는데, 씨엔티와 같이 장대 주위에 배급 된 마커를 던지고 
다시한번 장대 끝에 열쇠까지 쟁취하는 두가지를 동시에 이루어야 하는 경기방법.

최소거리 두번 던지기/Minimum Distance Double Drop

심판관이 정한 두개의 점수구역에 주어진 두개의 마커를 각각 점수구역에 던져을 때에
마커가 뎔어진 두개의 거리가 가장 짧은 것이 우승을 하게 되는데, 특히 주의해야 하는 점은
던진 마커가 바람을 타고 점수 구역 영내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점수를 얻을 수 없는 경기 방법.

엘보/ELBO

심판관이 정하는 포인트-A에서 출발하여 포인트-B에 배급 된 마커 2개 중에 하나를 던지고 
난 후에, 두번째 마커를 조금 각도가 다른 포인트-C에 던저서 점수를 얻는 경기 방법.

복합 골대 선언/Multiple Pilot Declared Goal

경기 감독관이 선정한 몇개의 타겟중에 선정하여 두개의  마커를 던지는 경기로서, 
주로 타겟이 도로나 교차로 혹은 철길 교차로를 지정하는데, 쉬울 것 같이 생각이 되나 
지도의 좌표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하므로, 지역에 생소한 경우에 불리한 경기가 될 수 있으며
지도나 GPS에 의한 좌표를 정확히 파악 해야합니다. 첫번째 타겟의 좌표는 출발
직전에 감독관에게 선포하여 인정을 받아야하고, 첫번째 던질 마커는 끝 부분에
두번째 타겟의 좌표를 표시하여 던지게 되는 경기로 선택한 타겟의 좌표를
잘 못 표기하는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심각하게 경기에 참관하는 선수들이
사전에 바람의 방향과 속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특수 컴푸터나 GPS리시버로 어떤 고도로
비행을 해야 할지 미리 탐지하는 경우도 많읍니다. 

예전에는 조종사들이 타겟의 약 백피트 안쪽으로 던질 수만 있어도 행운이라고 했지만
요즘은 거의 한 타스 정도의 마커가 타겟중앙에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떨어저 있는데,
페널티를 받거나 경기룰을 지키지 않아서 실격 되는 경우도 있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