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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기후변화와 자연 기후 변동성의 상관성 분석 연구
Ⅱ. 연구개발의 목적
- 기후 변화 및 변동성 연구를 위해 KIOST 접합 모형 및 자료동화 시스템을 개발한
다.
- 자료 분석과 모델링을 통해 기후 변화 및 변동성 메커니즘을 연구하고, 상호 관련성
을 규명한다.
- 이를 이용한 NSC급 논문 작성 및 출판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년 차

연구/사업의 수행내용

- KORDI 기후 모형 초기 개발
- 북반구 해빙의 평균적 거동 특성 모의
- 앙상블칼만필터기법에 기반한 기후모델을 위한 해양자료동화시스
템을 구축 및 실제 해역에 대한 적용 방안 마련
- 기후모델을 위한 Deterministic 앙상블칼만필터기법을 개발
1차년도 -기후모델에 나타나는 인도양통과류의 변화 파악
( 2010 년) - 20세기 후반 태평양 열대 해류 시스템의 변동성과 ENSO 특성 파
악
- 온수역 엘니뇨와 원격상관의 특성 분석
- 미래기후에서 온수역 엘니뇨의 변화와 그에 따른 원격상관의 변
화 분석
- 동해해수면 밀도변화 기인 상승 특성 분석
2차년도 - KORDI 접합 모형 개발
( 2011 년) - KORDI 접합모형 해양연직혼합 모수화 민감도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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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해빙모델 중장기 적분 및 해빙 변동 특성 모의
- 기후예측 모델을 위한 해양자료동화 체계 구축
- 인도양 통과류 미래 변동성의 특성 분석
- 이산화탄소 배증시 태평양 열대 해류 시스템의 변화
- KORDI 모형과 AR4모형에서 모의되는 ENSO 주기의 비정규성
이해
- 남극해 난류수직확산계수 정량화 자료 확보
- KIOST 접합 모형 개발
- KIOST접합모형 해양연직혼합 모수화 민감도 파악
-해양-해빙모델 중장기 적분 및 해빙 변동 특성 모의
위한 자료동화 기법 적용
3차년도 -- 기후모형을
기후예측시뮬레이터의 성능이 향상을 위한 조석혼합 민감도 시험
( 2012 년) -IPCC
AR5 모형에서 모의되는 ENSO 주기의 비정규성 이해
- 기후모델에서 재현한 북태평양중층수의 특성 파악
- 기후모델에서 인도양통과류의 변화특성 분석
- 기후모델에서 북태평양 표층순환의 변동특성 평가
Ⅳ. 연구개발결과
1. KIOST 기후시스템 모형 구축

해양 대기 해빙 접합모형 초기 설치 및 안정도 평가
클러스터 구입 및 모형 설치, 최적화
국내 독자 대기 물리모수화 방안 (적운대류모수화방안) 개발 및 적용
대기모형 물리모수화 방안 개선 및 민감도 실험
국내 독자 해양물리모수화 방안 (연진혼합모수화방안) 적용
해양 대기 해빙 접합 모형 민감도 실험 및 모형 품위 개선
해양 대기 해빙 접합모형 (ver 1.1) 200년 장기 적분
장기 적분 결과 상세 분석 및 품위 검증
해빙 모의 상세 분석
모형 및 IPCC 4차, 5차 참여 보고서 모형과 국제적 검증
민감도 실험 국제 공동 모형 실험 참가

- in-house
- Benchmark
-

2. NSC

급 논문 발표

두편의 NSC 급 논문 (Nature 자매지) 게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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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mbert F., J.-S. Kug, R.J. Park, N. Mahowald, A. Abe-Ouchi, R. O'ishi, T.
Takemura, J.H. Lee, The role of mineral dust aerosols in polar amplification.
Nature-Climate Changes (accepted)
Ham, Y.-G., J.-S. Kug, J.-Y. Park, and F.-F. Jin, Sea Surface Temperature in the
North Tropical Atlantic as a Trigger for El Niño. Nature-Geoscience
(accepted)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고유의 접합 모형 개발로 연구원 위상 제고 및 기후 변화 연구
활성화
- 지구시스템 모형인 KIOST 접합 모형 운영을 통해 미래의 지구시스템 변화에 대한 상
세한 예측을 도출
- IPCC 5차 보고서의 주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이는 십년 주기 예측에 대한 정확도를
높임으로 불확실성이 제거된 기후 변화 적응 및 완화를 위한 국가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와 같은 정책수립은 자연 기후 변동성과 기후 변화 시그널간
의 상호 관련성을 정확히 파악할 때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5 -

편집순서 7

목

차

제 1 장 서론 ···················································································································································7
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8
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9
3.1 KIOST

모형 개발 및 검증 ···········································································································9

3.2

기후 모형을 위한 자료동화기법 개발 ················································································32

3.3

기후 변화 연구 ··································································································································42

제 4 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62
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63
제 6 장 부 록 ··············································································································································65

- 6 -

제 1 장 서론

1.1 연구개발 필요성

-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1990년대 중반이후 지속된 전 지구 평균 기온의 증가율 (지
구 온난화)은 최근 10년 그 경향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즉 20세
기 후반 이후 지구 대기의 온실기체 증가로 인한 전 지구 온난화 경향이 뚜렷하게 나
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10년 동안의 전 지구 평균 기온의 시계열을 분석해
보면 그와 같은 뚜렷한 경향성을 발견하기 어려움.
-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제시되고 있음. 예를 들면 태양 활동의 약화, 해양-대
기 상호 작용의 장기 변동성 (예를 들면 Pacific Decadal Oscillation, PDO), 해양 조류
시스템의 변화 등이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 한편으로 지구 시스템에 내재하고 있는 자연 기후 변동성 (natural climate variability)
의 위상이 cold phase로 접어 들었기 때문에 인위적 기후 변화 시그널을 상쇄할 수 있
다는 이론도 제시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그 원인이나 뚜렷한 증거를 발견하지는 못하고
있음.
- 따라서 자연 변동성과 기후변화 시그널과의 상호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최근 기후 과
학계의 최고의 주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두 변동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향후
10년 이상의 중장기 예측도 향상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자연변동성과 기후 변화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를 적절히 모의할수 있는
기후시스템 모형 개발이 필수적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기후변화 연구를 활성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해양과기원 자체의 기후시스템 모형 및 자료동화 시스템 개발이
반드시 필요함.
- 최근 기후 연구에서 해양 분야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종합해양과학기술 연구기관으
로서 한국해양연구원의 역할이 커지고 있음.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기후연구 전문 기
관으로서 위상 제고를 위해 해양과 기후변동성의 관계성을 파악함으로 기후 모의 성능
향상에 기여하고 특히 지구 시스템 모형을 확보함으로 기관 고유의 기후 예측 시스템
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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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목적

- 기후 변화 및 변동성 연구를 위해 KORDI 접합 모형 및 자료동화 시스템을 개발한다.
- 자료 분석과 모델링을 통해 기후 변화 및 변동성 메커니즘을 연구하고, 상호 관련성을
규명한다.
- 이를 이용한 NSC급 논문 작성 및 출판

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2.1 국내 기술 동향

- 최근 들어 대학 및 연구소에서 해양-대기 접합 모형을 개발해왔으나, 기후 변화 예
측에 적합한 해빙 등을 고려한 지구 시뮬레이터는 개발되지 못하고 있음.
- 기존의 통합기후모델은 대부분 저해상도 모델로 해양의 변동성을 현실에 가깝게 모
의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쿠로시오가 현실보다 북쪽에서 이안됨으로 기후 모의 성
능의 저하를 야기할 가능성이 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는 교육과학부 GAIA 사업을 수행중에 있으며, 고해상도 기후
예측 시뮬레이터 개발하여, IPCC 6차 기후변화 보고서에 참여를 목표로 함. 본사업
은 GAIA 사업의 matching fund의 성격을 뜀

2.2 해외 기술 동향

- 현재 IPCC 기후 변화 5차 보고서를 위한 기후변화 실험 결과를 각 국제기관에서 제
출준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기상청에서 영국모형을 이용한 일부 시나리오
결과만을 생산중이며, 우리 고유의 모형 결과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
- IPCC 기후변화 4차 보고서에서는 지구온난화가 진행된 100년후의 미래에 초점을 맞
추어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최근들어 미래 10-30년 기후 예측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
되면서, IPCC 5차보고서의 초점이 옮겨짐. 이를 위해 해양 자료동화에 대한 중요성
이 매우 강조되고 있음.
- 최근 10년동안 지구온난화 경향이 뚜렷히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기후 변화와 자연변
동성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가 기후 연구에 화두로 등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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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1. KIOST모형 개발 및 검증

여러 가지 물리 모수화 방안에 대한 민감도 조사 수행 후에, KIOST 기후시스템 모
형 ver 1.1을 채택하였다. 이 모형을 이용하여 장기 적분을 수행하고 있으며 100년 장기
적분된 자료를 이용하여 모형의 품위를 검증하였다.
Table 1.1 The heat flux at the Top of Atmosphere and global temperature with the observation,
CM2.1, KIOST1.0, and KIOST1.1 model.

Model

TOA

Global

Total

SW(net)

LW

Temperature

OBS

0.8

240.52

-239.71

14

CM2.1

1.09

239.01

-237.92

14.81

KIOST1.0

2.01

240.73

-238.72

15.65

KIOST1.1

1.31

237.2

-235.9

14.57

먼저, 대기의 에너지에 대한 input과 output이 되는 대기 정상과 지표면에서의 Heat
flux와 전지구의 지표면 온도를 비교해 보았다 (Table 1.1 ,2). 비교 분석을 위해 대기 정
상에서의 복사량의 관측 자료는 NASA에서 제공하는 CERES 자료를 이용하였다. 대기
정상에서 지구로 유입되는 단파복사량에서 빠져나가는 장파복사량을 빼면 관측에서는
0.8W m-2로 거의 평형을 이루고 있는데, benchmark model인 CM2.1이 1.09W m-2인데
반해 KIOST1.0 모델은 2.01W m-2로 관측과의 차이가 커졌었지만 KIOST1.1은 1.31W
m-2로 차이가 다시 줄어들었다. 지표면에서 흡수하는 복사량은 모델들의 결과가 관측에
비해 단파복사량이 작고 유출되는 장파복사량이 많아서 유입되는 총량이 적은 값을 보이
는데, KIOST1.0에서는 benchmark model에 비해 0.53W m-2 증가한 결과를 보였지만,
KIOST1.1에서는 9.96m-2로 오히려 더 감소한 문제점이 있다 (Table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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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heat flux at the surface with the observation, CM2.1, KIOST1.0, and KIOST1.1
model.

Model

Surface
Total

SW(net)

LW(net)

LH

SH

OBS

12.26

165.19

-50.93

-78

-24

CM2.1

10.35

163.15

-57.86

-75.51

-19.42

KIOST1.0

10.98

164.69

-57.95

-77.46

-18.3

KIOST1.1

9.96

160.97

-60.26

-72.92

-17.83

Fig. 1.1 Zonal-mean (a,e) net radiative flux, (b,f) total radiative flux (c,g) short wave radiation,
and (d,h) long wave radiation at the top of atmosphere in the observation and KIOST1.0 (upper),
and the KIOST1.1 (bottom).

대기 정상에서의 Heat flux의 특징을 위도 별로 살펴보기 위해서 동서 방향 평균한
대기 정상에서의 복사량을 관측과 비교하였다 (Figure 1.1). 먼저 KIOST1.0은 대기 정상
에서의 순 복사량은 적도 부근에서 관측보다 적은 양의 모의하며, 남반구의 40˚S 이상의
중·고위도 지역에서 관측보다 약간 과도 모의 하는 특징이 있는데, KIOST1.1 버전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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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도 부근은 유사하게 적게 모의하지만 남반구에서 과도 모의 하던 부분은 개선된 결과
를 보여준다 (Figure 1a,e). 이와 같은 남반구 중·고위도 지역에서의 개선은 구름 효과를
반영한 단파 복사와 장파 복사의 합의 값에서도 나타나는데, 단파 복사와 장파 복사를 따
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남반구에서의 단파 복사량이 관측과 유사하게 개선된 결과를 나
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ure 1).

Fig. 1.2 The time series for global mean temperature in surface with observation (black line),
KIOST1.0 (green line), and KIOST1.1 model (red line).

전지구 평균 지표온도는 KIOST1.0 버전에서 warm bias가 강했었는데, KIOST1.1 버
전에서는 14.57°C로 관측에 가까워진 결과를 보여준다 (Table 1.1). 모델과 비교 분석을
위해서 사용한 관측 자료는 NCEP/NCAR에서 제공하는 재분석 자료 ver. 1을 사용하였
다. 전지구 평균 지표온도를 시간에 따른 변화로 살펴보면, 먼저 기온이 큰 변화 없이 안
정화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1.2). 그리고 관측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기
온을 모의했던 KIOST1.0 모델과 달리 KIOST1.1 모델은 관측에 비해 진폭이 크지만 관
측에 유사하게 개선된 결과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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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Annual-mean climatological surface temperature in
the KIOST1.1 (top) and the deviation from the observation
(middle). (bottom) The difference between KIOST1.1 and
KIOST1.0.

1.1 모형의 지표 온도의 기후값을 관측 및 1.0모형과 비교해서 살펴보았다 (Figure
3). 전반적으로, KIOST1,1의 지표 온도는 해양에서 관측에 비해 기온을 높게 모의하고
있으며, 육지에서 기온을 약간 낮게 모의하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KIOST1.0에 비해 남
반구 고위도 해양 등에서 나타나는 양의 아노말리가 개선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북반구 고위도에 기온을 낮게 모의하는 특징을 보이는데, 이는 KIOST1.0에 비해 뚜렷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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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나타나는 문제점으로 볼 수 있다.

그림 1.4 북극 지역에 대한 수심 격자 수정 전과 수정 후의 비교

- KIOST 고해상도 해양모형(HiGOM)의 최적화

KIOST의 전지구 해양순환모형v1.0의 1/4° 고해상도 해양순환모형(HiGOM1, High
resolution GOM v1.0)을 최적화하여 모의해 보았다. 우리나라의 위도대인 북위 30°~40°에
서 대표적인 중규모 에디인 로스비 변형반경이 약 30km 정도의 크기를 가지므로,
HiGOM1의 기본 격자간격은 1/4°로 구성하고 적도지역의 모의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최
고 1/12°까지 선형적으로 격자간격을 줄여서 구성하였으며, 북극의 singularity problem을
해소하기 위하여 tripolar grid를 사용하였다. 전체 격자수는 수평적으로 1440×800(경도×
위도) 개의 격자점을 가지며 연직방향으로는 50개의 층으로 나뉘고 표층에서 225m까지는
10m 간격으로 조밀하게 나누어 23개의 층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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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구 고해상도 모형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그 해상도에 맞는 해양수심을 마련하
는 것이다. 다음 그림은 ETOPO 1/10° 해상도의 해양수심 자료를 이용하여 모형에서 사
용할 1/4° 해상도로 내삽하여 만들어진 전지구 격자 중에서 북극 지역과 우리나라 지역
에 대해서 나타낸 것이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ETOPO 자료를 내삽한 후 수정을
하지 않은 격자를 나타내며,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모형의 모의에 알맞도록 수작업에
의해 수정하여 보다 더 현실적으로 만든 격자를 나타낸다. 이러한 수정 작업은 계산격자
와 실제격자가 다르기 때문에 일일이 지도의 위치를 대조해서 수작업을 하여야하는데 수
정의 편의를 위하여 Google Earth에 격자점을 얻고 각 격자점의 위경도와 수심, 격자번
호를 알 수 있도록 프로그램하여 작업하였다. 이 것을 전지구에 대하여 행하였으나 다른
지역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다. 수작업에 의해 수정된 격자를 설명하기 위하여
A,B,C,D로 종류를 나누어 각각 설명을 하면 다음과 같다.
A : 극점에 가까운 곳으로 격자간격이 매우 좁고 지형이 복잡한 지역이다.
계산시간 간격의 설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중요도가
떨어지는 곳이다. 고해상도 모형의 전체 계산시간을 절약하고 모의의 안정성을 위하
여 계산점을 삭제하였다.
B : 해협이나 만 등의 수심이 낮고 좁은 지역 중에서 주요해류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
고 중요도가 떨어지지만 안정적 모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의 계산점을 삭제하
였다.
C : 모형에서 설정한 최소수심보다 얕은 곳은 경우에 따라서 바다가 육지로 설정되는 곳
이다. 지역에 따라 육지로 설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경우가 있고 반대의 경우가 있으
므로 수작업에 의해 판단하여 계산점을 추가 또는 삭제하였다.
D : Tsugaru 해협은 동해의 해류수송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해협이지만, 자동내삽방법에
의해서 1개의 격자점만이 생성되었다. 해류 수송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격
자점을 2개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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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우리나라 주변해역에 대한 수심 격자의 수정 전과 수정 후의 비교

고해상도 모형의 초기장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는 전지구 수온과 염분, 그리고
수평성분의 해류가 필요하다. 보통의 경우 전지구 수온과 염분 자료는 World Ocean
Atlas 등의 기후값을 사용하고 수평성분의 해류는 0으로 하여 모의하지만, 이 경우에는
장기간의 모의가 선행되어야 그 해상도에 알맞은 초기장이 생성되므로 고성능의 컴퓨터
시스템을 장기간 사용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초기장 마련의
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된 GOM의 중저해상도 모형인 전지구 1°
해상도의 100년 모의 결과를 바탕으로 3차원 내삽하여 사용함으로써 적은 시간으로도
알맞은 초기장을 생성하였다. 하지만, 경계치에 사용되는 관측자료 또는 기후 자료들은
고해상도에 맞는 자료를 마련할 수가 없어서 전지구 1° 모형에서 사용하는 COREv2의
CNYF (u,v,t,p,q,rad,precp,runoff)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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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에 사용된 컴퓨터 자원은 KISTI의 슈퍼컴퓨터를 사용하였으며 총 12년간 모의
실험을 하였다. 사용된 CPU 코아 수는 480개이며 시간 간격 1800초로 모의할 경우 1년
모의에 약 10시간이 소요된다. 다음 그림은 12년째의 모의 결과 중에서 표층의 해류와
수온을 나타낸 것이며, 전지구 결과 중에서 수온의 굴곡 표현은 해수면 높이를 가시적으
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1.6. 1/4°고해상도 전지구 모형의 모의 결과 (12년째의 1월)

전지구 결과(그림 1.5)에서 볼 수 있듯이 해양의 주요해류인 멕시코 만류(Gulf Stream)
와 남극환류(Antarctic Circumpolar Current), 적도 해류 등이 잘 재현되었으며, 북서태평
양 지역을 확대(그림 1.6) 해보면 쿠로시오 해류 및 동한난류의 사행과 이안 등이 잘 재
현되었다. 특히, 쿠로시오 해류의 폭이 얇고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은 고해상도 모형을 사
용하여 개선된 결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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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1/4°고해상도 전지구 모형의 우리나라 주변해역 모의 결과

그림 1.7은 고해상도 1/4°도 모형 결과를 기존의 1°도 모형과 재분석 자료인 WOA
2005 자료와 비교한 것이다. 상층의 그림은 각각 WOA 2005와 1/4° 모형, 그리고 1° 모
형에 대하여 전지구 표층 수온 분포를 나타낸 것이며, 중간층의 그림은 경도 155°W에서
의 연직 분포, 그리고 하층의 그림은 적도를 따라서 태평양에서의 연직 분포를 나타낸다.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1/4° 모형의 결과는 WOA 2005와 비교하여 전지구 수온 분
포를 잘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1° 모형의 결과와도 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1/4° 모형이 1° 중저해상도 모형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고 특별히 개선되
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1/4° 고해상도 모형의 격자 간격과 수
심 이외에 초기 자료와 경계 자료, 그리고 각 종 모수화 기법에 사용되는 계수 값들이 1°
모형과 같은 것을 사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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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WOA 2005 자료와 1/4°모형 결과, 1° 모형 결과와의 비교.

(상) 전지구 해수면 온도 분포 (중) 수온에 대한 경도 155°W의 연직 분포 (하) 수온데 대한 적도의 연직
분포

- 전지구 해양-해빙결합모형 실험

1) 북반구 해빙 기후평균분포 모의
• 연구 방법
해빙 거동의 사실적 모의를 위하여 해양순환모형과 해빙모듈이 결합된 GFDL의
MOM4p1-SIS를 사용하였다(Griffies, 2009). 먼저, 모형의 해상도에 따른 해빙 모사 성능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서로 다른 해상도를 가지는 두 개의 모형을 수립하였다. 모형의
영역은 둘 다 극지방을 포함하는 전지구 해양이며, 격자 해상도는 동서 방향으로 각각 1
도와 0.5도, 남북 방향으로는 적도～남․북위 10도 이내 지역에서 둘 다 모두 최고 1/3도,
남․북위 10도 이상부터는 각각 1도와 0.5도의 간격을 취하고 연직으로는 두 모형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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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개 층으로 구성된다.
해양의 초기치는 World Ocean Atlas 98(Levitus et al., 1998)의 수온과 염분 기후치를
사용하였고, 해표면 열염경계조건으로서 CORE 평년강제력 기후치(CORE-NYF.v2)를 사
용하였다. CORE-NYF.v2는 Large & Yeager(2004, 2009)에 의해 취합된 강제력으로서,
해양 변수 자료는 Reynolds SST(Reynolds et al., 2002)와 합성된 Hadley center sea Ice
and SST(HadISST)와 National Snow and Ice Data Center(NSIDC)에서 제공하는 해빙
농도 자료가 근간이 된다. 대기변수 자료는 NCEP reanalysis와 그 밖에 다양한 products
에 기초하여 복사, 비습, 기온, 바람, 해면기압, 강수량, 육상 유출량 자료를 취하며
NCAR 벌크식에 근거해서 전지구 평균 열속과 담수속이 평형을 이루도록 보정되었다. 그
외에 해빙의 녹음에 의한 비현실적인 담수화를 조정해주기 위하여 해표면에 60일의 시간
상수를 가지고 Levitus 염분 기후치에 복원되도록 하였다.
해양-해빙모형에서 대기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열속 및 담수속 계산과정은 세 가지 경
우로 구분된다. 먼저 대기와 해양이 직접 접촉하는 경우와 대기와 해빙이 직접 접촉하는
경우, 그리고 해빙과 해양간의 교환 과정이다. 대기와 해양간의 열속은 단파속, 장파속,
잠열속, 현열속, 강설에 의한 열속들의 합으로 주어진다. 담수속은 강수량과 증발량의 차
로 주어진다. 이 과정에서 대기-해양간 열속은 NCAR의 bulk 식에 따라 계산된다. 모든
대기 상태변수는 CORE 평년강제력 자료로부터 공급되며, Monin-Obukhov 상사이론을
적용하여 표준 고도에서의 항력계수와 증발전달계수, 현열전달계수 및 열속을 계산한다.
해양과 해빙간의 속은 해빙모듈에서 계산된다. 대기와 해빙간의 속 계산도 각각의 해빙
계급별로 벌크식에 따라 단파속, 장파속, 잠열속, 현열속을 계산하며, 강수량/강설량과 증
발량으로 담수속을 계산한다. 모형의 강제력 방안에서 벌크식에 의한 열속 강제력 이외에
SST 기후치를 이용한 복원조건도 동시에 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 모의실험에
서는 모형의 지유도를 높이기 위하여 SST 기후치 복원조건은 적용하지 않았다.
• 해빙 모형의 정상상태 도달 시간
CORE 기후평균 강제력을 사용하여 전구 1도 모형을 1000년, 전구 0.5도 모형을 300
년 각각 적분하였다. 그림 1.9(좌)은 두 모형에서 모의된 해빙의 3월 최성기의 농도분포
를 나타낸다. 전구 1도 해상도의 모형에서 볼 때 해빙 농도는 처음 적분 100년째와 300
년째 및 1000년째 분포가 거의 같음을 볼 수 있다. 모형이 정상 상태로 접근하는 시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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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는 전구 0.5도 모형에서도 대략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그림 1(우)에서 전구 0.5도 모형
역시 3월의 분포에서 적분 100년 이후로 적분 300년에 이르기까지 거의 같은 공간 패턴
을 보임을 볼 수 있다. 그림 1.10는 1도 모형(좌)과 0.5도 모형(우)의 해빙 두께를 나타낸
다. 1도 모형은 적분 100년 기간을 넘어서 적분 300년째에 이르기까지 알라스카 북측 연
안과 허드슨만 내에서 약간의 변화를 보이는 이외에는 거의 동일한 분포 패턴을 나타낸
다. 0.5도 모형도 실질적으로는 적분 100년 이후로 거의 동일한 분포 패턴을 보인다. 이와
같이 두 모형에서 해빙 농도 특성이 정상 상태에 이르는 시간이 100년 정도의 비교적 짧
은 규모로 나타나는데, 여기에는 경년 변동 성분이 제거된 기후 평균 강제력을 사용한데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경년 변동하는 외부 강제력 성분이 주어질 경우
에 해빙 모형은 정상 상태에 이를 수 없고 그 특성의 변동 주기는 외부 강제력의 변동
주기에 지배될 것이다.
그림 1.11은 전구 1도 모형과 전구 0.5도 모형의 북반구 연평균 해빙 면적으로서 적분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를 보인 것이다. 전구 1도 모형에서 해빙 면적은 적분 40-50년
경까지 초기치로부터 시작하여 최고 1.095x10**13㎡까지 빠르게 상승하며 이후 750년경
까지 서서히 하강하여 최저치에 이르고 이후 다시 서서히 증가하는 형태를 취한다. 전구
0.5도 모형의 해빙 두께는 초기의 모형 스핀업 시기에 급격히 증가하여 역시 40년 정도
후에 최고치(약 1.19x10**13㎡)에 이르며 이후 200년경까지 서서히 감소하다가 200년 이
후로는 거의 변화하지 않는 형태를 보여준다. 그림 1.12는 전구 1도 모형과 전구 0.5도 모
형의 공간 평균된 북반구 해빙 두께(연평균값)로서 적분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를 보
인 것이다. 전구 1도 모형에서 해빙 두께는 적분 30년까지 초기치에서 출발하여 최고
0.80m까지 빠르게 상승하며 이후 750년경까지 점진적으로 하강하여 최저 0.74m에 이르고
이후 다시 서서히 증가하는 형태를 취한다. 전구 0.5도 모형의 해빙 두께는 초기의 모형
스핀업 시기에 급격히 증가하여 50-60년 정도 후에 최고치(약 0.82m)에 이르며 이후 300
년까지 미미한 기울기로 감소하는 형태를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1도 모형과 0.5도 모형
모두 해빙의 농도와 두께에 있어 적분 초기 100년 정도의 규모에서 준 정상상태에 도달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 모형 해빙 농도와 기후치와의 비교
그림 1.13는 위의 두 모형의 북반구 해빙 농도를 관측과 각각 비교한 것으로서 두 모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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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HadISST의 연별 해빙 농도 자료의 최근 30년 평균값 3월 분포)과 나타내는 차이의
공간적 분포 형태는 거의 비슷하며 일부 국지적인 영역에서 근소한 차이를 보이는 정도
이다. 두 모형은 모두 캄차카반도 동안과 오호츠크해 동부, 그린랜드 동방, 바렌트해 및
라브라도해 등에서 관측보다 더 높은 농도 분포를 모의한다. 이것은 현재의 MOM4-SIS
해양-해빙결합모형이 북반구에서 동계에 기후치보다 좀 더 넓은 해역에 걸쳐 해빙의 분
포 범위를 모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2) 북반구 해빙 경년변동 모의
• 연구 방법
해빙 경년변동 모의를 위하여 전구 0.5도 해상도의 해양-해빙결합모형을 사용하였다.
해양의 초기치는 World Ocean Atlas 98(Levitus et al., 1998)의 수온과 염분 기후치로 주
고, 해빙의 초기치는 기후적인 해빙 농도 분포와 매우 얇은 해빙 두께로 주었다. 해표면
열염경계조건으로서 CORE 경년변동강제력(CORE-IAF.v2)을 사용하였다. CORE-IAF.v2
는 CORE-NYF.v2의 근간이 되는 관측 자료들로서 이 자료집으로부터 매 월별 또는 6시
간별로 열속 및 담수속 계산을 위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CORE-IAF.v2의 전체 자료는
1948년-2006년 기간 동안의 자료로 제공되어지나 이 연구에서는 방대한 보간 입력자료와
연산 시간의 제약점으로 인해 1991년부터 1995년 기간만을 대상으로 하여 경년변동 실험
을 하였다. 입력되는 대기 상태 자료는 매년별 월별 강수량과 강설량, 매년별 일별 하향
장파복사와 하향 단파복사, 매년별 매 6 시간 간격의 10 m 고도 비습, 해면기압, 10m 고
도 기온, 바람 성분로 주어진다. 10 m 고도 공기밀도는 상수값으로, 육지로부터의 하천
유출수는 연평균 기후값으로 주었다.
• 해빙 경년변동 모의 결과
그림 1.14는 1991-1995년 기간의 대기 상태를 입력 자료로 하여 모의한 북극지방 해
빙의 농도 분포이다. 모사된 해빙 농도 분포는 기후 평균 강제력으로 모의된 해빙 농도
분포와 비교하여 볼 때 전반적으로는 비슷한 패턴을 보이지만 국지적으로는 오호츠크해,
캄차카 반도 북동안, 라브라도해, 바렌트해, 발틱해 등에서 해에 따른 변동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북반구 면적 평균된 해빙 두께(그림 1.15)는 기후평균 모의 결과(그림 1.16좌하
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역적으로 큰 공간적 차이를 나타낸다. 기후평균강제력 실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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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모의된 카나다 북안 다도해 연안측의 가장 두꺼운 해빙 두께 분포형태와 비교하여 볼
때 경년 변동 모의에서는 1993년의 동계에 그보다 더 두껍게 모의된 형태가 나타난다. 한
편 91년, 92년과 95년 3월에는 바렌트해에서 기후평균 모의보다 더 넓은 지역에 걸쳐 해
빙이 형성되지 못한 것으로 모사되었다. 전 연도에 걸쳐 그린랜드 남단 일부 연안에서 기
후평균 모의와 달리 해빙이 형성되지 않았다. 그 밖의 특징으로서 베링해협 북측의 시베
리아 연안과 알라스카 연안에서 해에 따른 해빙 두께의 변동이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그림 1.17은 전구 0.5도 모형에서 모사된 북반구 해빙 면적으로서 1991년부터 1995년
까지의 월평균값의 변화를 나타낸다. 해빙 면적은 하계에 최저, 동계에 최고에 이르는 계
절 변화와 함께 해에 따른 변화도 같이 나타내는데, 그 가운데 특히 91년 8월과 93년 8월
에 좀 더 낮은 최저값(약 2x10**12㎡)과 93년 2월에 좀 더 높은 최고값(약 1.7x10**13㎡)
을 보이는 경년변화 형태도 보이고 있다. 그림 9는 북반구의 면적 평균된 해빙 두께 모의
로서 평균적으로 하계의 약 0.2m 정도 두께부터 동계의 약 1.2m 두께에 이르는 계절 변
화와 함께 해에 따른 변화도 보여주고 있는데, 해빙 면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91년 8월
과 93년 8월에 상대적으로 더 낮은 두께를 모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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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북극지방의 3월의 모형 해빙 농도. 좌-1도 모형(상단; 적분 100년, 중단; 적분 300년, 하단;
적분 1000년 결과), 우-0.5도 모형(상단; 적분 100년, 중단; 적분 200년, 적분 300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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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0 북극지방의 3월의 모형 해빙 두께. 좌-1도 모형(상단; 적분 100년, 중단; 적분 300년, 하단;
적분 1000년 결과), 우-0.5도 모형(상단; 적분 100년, 중단; 적분 200년, 적분 300년 결과)

그림 1.11 북반구 해빙 면적의 적분 시간에 따른 변화(빨간 색-전구 1도 모형, 검은 색-전구
0.5도 모형,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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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2 면적 평균된 북반구 해빙 두께의 적분 시간에 따른 변화(빨간 색-전구 1도 모형,
검은 색-전구 0.5도 모형, 단위;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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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3 북극지방의 3월의 모형 해빙 농도와 관측과의 차. 좌-1도 모형(상단; 적분 1000년, 중단; 적
분 1000년 결과-관측), 우-0.5도 모형(상단; 적분 300년, 중단; 적분 300년 결과-관측), 좌하단-관측
(HadISST 최근 30년 평균의 3월)

1991년 3월

1992년 3월

1993년 3월

1994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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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3월
기후평균 모의 3월
그림 1.14 북극지방 해빙 농도의 경년변동 모의(1991-1995년)와 기후평균 모의 결과(적분 300년째)의
비교

1991년 3월

1992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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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3월

1994년 3월

1995년 3월
기후평균 모의 3월
그림 1.15 북극지방 해빙 두께의 경년변동 모의(1991-1995년)와 기후평균 모의 결과(적분 300년째)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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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6 전구 0.5도 모형의 북반구 해빙 면적의 시간 변화(단위; ㎡)

그림 1.17전구 0.5도 모형의 면적 평균 북반구 해빙 두께의 시간 변화(단위;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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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후 모형을 위한 자료동화 기법 적용

앙상블 칼만필터는 앙상블 멤버에 해당하는 비선형 수치모델들을 직접 적분하여 배경오
차 공분산을 계산하기 때문에 기후역학을 고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4차원 변분동화기법
에 비해 개발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앙상블 칼만필터를 기후모델에
적용하여 기후예측체계를 개발하고자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앙상블 칼만필터가 개발이 용
이하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적용하기 위한 수치 연산량이 4차원 변분동화기법과 비교하여
결코 작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수치 연산량을 저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Ensemble Optimal
Interpolation(EnOI)를 함께 개발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비교적 개발이 쉬운 Optimal
Interpolation을 함께 적용함으로 각 자료동화 방법들 간의 성능을 평가하여 각 자료동화 방
법들 간의 장단점을 분석함으로 최적의 해를 얻는데 활용될 것이다.
Fig. 2.1은 KIOST 기후 모형에 적용되는 Ensemble Kalman Filter 의 계산 순서도를 나
타낸다. 앙상블 칼만필터를 적용함에 있어 계산 성능을 높이기 위해 병렬 계산 방식을 적용
하였다. Nens 개의 앙상블 모델들은 각각의 컴퓨팅 도메인에서 각각 N 개의 프로세서로 구동
이 되며 앙상블 모델들의 수행이 끝나면 모든 자료들은 필터 도메인으로 옮겨져 모두 N X
Nens 개의 프로세서로 자료동화가 수행되어 계산 시간을 단축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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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Flow chart of the Ensemble Kalman Filter System

또한 자료동화시 실제 계산 영역을 도메인 내에서도 분할하여 구성되는 매트릭스 사이즈
를 크게 줄임으로 계산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Fig. 2에서 보는 바
와 같이 각 예를 들어 자료동화가 이뤄지는 도메인이 9개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각 도메인별로 다시 9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실제적인 계산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함으로 배
경오차공분산과 관측오차공분산의 크기가 9배 정도로 줄어들게 되며 계산량 또한 약 9배 정
도로 줄어들어 계산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렇게 계산 영역을 잘라서 자료동화가 가능
한 것은 배경오차공분산의 지역화로 인하여 원거리의 관측 자료가 자료동화 시스템에 영향
을 주지 않는다는 가정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자료동화 도메인 분할 기법은 Optimal
Interpolation, Ensemble Optimal Interpolation 그리고 Ensemble Kalman Filter 에 모두 적용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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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 Example of the actual filtering area in each filter domain.

나. 관측오차 매트릭스 구성
자료동화에 관측 오차 매트릭스를 구성함에 있어 해양의 수직 변동성을 고려하였다. 관측
오차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된다. 첫째는 관측 도구의 오차이며 둘째는 대표성 오차
이다. 관측 도구의 오차는 관측 장소나 수심과 독립적이지만 대표성 오차는 수치모델이 모의
하지 못하는 해양-대기 현상을 관측 자료가 포함하고 있을 경우 이를 오차로 인식하게 됨으
로 관측 장소 및 수심과 관련성을 갖는다. 특히 해양의 변동성은 수심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즉 수심에 깊어져 수온 약층보다 깊은 수심에서는 그 변동성이 급격히 감소하
게 되고 대표성 오차 또한 작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심에 따
른 해양의 변동성을 고려하여 관측 오차를 Fig. 3과 같이 수심의 함수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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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 Observation error profile

본 연구에서는 또한 해면고도(Sea Surface Height) 자료를 동화함에 있어 부정확한 지오
이드 오차를 배제하는 방안으로 해면고도변이 자료를 동화하는 방안을 적용하였다 (Kim et
al., 2009). 즉 식 (1)와 같이 관측된 해면고도( y )를 모델의 해면고도(y )에 직접 동화하기
보다는 식 (2)과 같이 현재 k 번째와 앞 단계인 k-1 번째의 차이를 동화함으로 지오이도 오
차를 배제할 수 있다. 따라서 관측 자료인 해면고도 대신에 해면고도변이를 사용할 수 있도
록 설계하였다.
k

y ka = y kf + K ( yk - Hy kf )

f
k

·······································································································(1)

y ka = y kf + K éë( yk - yk -1 ) - H (y kf -y ka-1 ) ùû

········································································(2)

자료동화 모듈은 크게 세 부분으로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자료동화를 수행하기 전에 수
집된 관측 자료를 불러와 자료동화 모듈에 입력하기 위한 사전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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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 자료의 관측 일시와 관측 자료의 품질을 참조하여 자료동화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또한 관측 자료의 형태에 따라, 즉 프로파일, 해면수온, 해면고도인지에 따라, 자료동화를 적
용하는 방식을 달리하게 된다. 이러한 사전 작업들이 Fig. 3의 init_oda 모듈에서 수행된다.
이렇게 불러진 자료들은 시간에 맞춰 oda 모듈에서 자료동화 모듈에 입력된다. 이때
input.nml에서 지정한 자료동화 모듈을 선택하여 모델과의 동화 작업이 수행된다.

Fig. 2.4. Flow chart of the MOM4p1 and data assimilation module.

Fig. 2.4은 기후예측시뮬레이터의 해양 요소모델의 순환도와 여기에 접합된 해양자료동화
모듈의 순환도를 나타낸다. 해양 요소모델의 init_oda 서브루틴에서 init_oda를 불러 수행하며
oda 서브루틴에서 oda를 불러 동화를 수행한다. 자료동화 모듈에서는 DEnKF, EnOI 그리고
OI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input.nml에서 선택할 수 있다. 자료동화 모듈에서 얻어진
분석장은 다시 모델의 계산 영역으로 전달되며 이를 초기 조건으로 해서 모델이 구동된다.
뿐만 아니라 자료동화의 모든 모듈은 병렬화되어 계산 성능을 향상시켰다.
- 기후예측시뮬레이터의 성능이 향상을 위한 조석혼합 민감도 시험
조석에 의한 해양혼합은 전통적으로 drag coefficient와 유속에 비례한 바닥경계층의 마찰
에 근거해서 다뤄졌다. 이러한 방식은 천해역을 벗어난 해역에서는 조석에 의한 유속이 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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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경계층에서의 혼합을 저평가한다. 심해역에서는 바닥마찰보다는 조석 순압류와 거친 바
닥 지형의 상호 작용에 의해 발생한 바닥 조석내부파에 의해 전달된 에너지속이 지배적으로
전달된다. 따라서 Jayne and St. Laurent (2001)은 거친 해저 지형위에서 내부조석파를 매개
변수화하여 순압 조석에 의한 혼합을 모의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모의된 조석 에너지의 소실
이 TOPEX/Poseidon의 고도계자료로부터 추정된 에너지 소실과 일치하는 것을 보였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내부조석파에 의한 혼합 효과를 모수화 하여 기후예측시뮬레이터에 적용
하였으며 기후 모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현재 개발된 대부분의 기후예측모형들은 엘니뇨의 변동성을 과하게 모의하는 경향이 있
으며 이는 동태평양의 cold bias 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동태평양의 cold bias와
엘리뇨 변동성을 과도하게 모의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모델 해상도를 높이거나 개선된
물리모수화 방안을 사용하는 방법 등이 고려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기후예측시뮬레이터의 해양요소모델은
GFDL MOM4.1에 기반하고 있으며 MOM4.1을 기반으로 한 CM2.1 모형 도한 기존의 기후
예측모형들이 갖는 동태평양의 cold bias와 과도한 엘리뇨 모의 등의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
다.
본 연구에서는 CM2.1에 내부조석파에 의한 해양 혼합 효과를 모의하여 기후 모의 성능에
대한 민감도를 시험하였다.
내부조석파에 의한 수직혼합 ( k )는 Jayne and St. Laurent (2001)의 방안을 따라 다음
과 같이 모수화하였다.
v

kv = k0 +

qG E ( x , y ) F ( z )
Ge
=
k
+
0
N2
rN2

는 배경혼합계수이며 F ( z ) 는 수직구조를, q 는 조석 에너지 소실 효율을 나타낸다.
G 는 혼합효율로 0.2로 주어졌다. r 는 밀도를 N 는 Buoyancy 주파수를 나타낸다.
E ( x, y ) 는 순압조석류에 의한 단위 무게당 에너지 플럭스를 나타내며 다음과 같이 주어진
k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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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 ( x, y ) =

1
r0 Nk h2 u 2
2

와 h 는 해저지형의 파수와 진폭을 나타내며 u는 조석류의 크기를 나타낸다.
CM2.1 모델의 기본 설정 값을 변동하지 않고 내부조석파에 의한 혼합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실험을 exp_none라 하고 모델 개선을 위해 내부조석파에 의한 혼합 효과를 고려한 실
험을 exp_tide라 하였다. 두 실험 모두 200년을 구동하였으며 그 중에서 spin-up 시간을 고
려하여 전반 50년을 제외하고 후반 150년을 분석을 위해 사용하였다.
κ

(c)

Fig. 2.5. Map of mean surface sea temperature for CM2.1 climate simulation (a) with ti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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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xing effect, (b) without tidal mixing effect, and (c) its difference.

Fig. 2.5는 두 실험의 태평양 평균 해수면 온도를 비교한 것이다. Fig. 4의 (a)와 (b)를 비
교해보면 일반적으로 warm pool 지역으로 알려진 서태평양 지역에 30℃에 가까운 고온의
해수가 나타나고 서고동저의 해수면 온도 대비 패턴이 두 실험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Fig. 4(c)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내부조석파에 의한 수직혼합을 고려한 경우 (exp_tide)
그렇지 않은 경우 (exp_none)에 비해 쿠로시오 지역과 황해 및 동중국해역에서 해면 수온이
감소가 두드러진다. 쿠로시오 해역에서의 수온의 감소는 특히 북태평양 중위도 지역의 수온
의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내부조석파에 의한 수직혼합은 적도 동
태평양과 태평양 고위도 지역에서 수온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적도의 동태평
양은 대부분의 기후예측모형들이 cold bias를 만들어내는 곳으로 알려져 있으며 내부조석파
에 의한 수직혼합이 이러한 cold bias를 완화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적도 동태평양의 수온의
증가는 페루 앞바다의 조석 혼합이 해면 수온을 증가시켜 적도류를 따라 서쪽으로 이류된
효과로 보인다. 이러한 평균장의 변화는 ENSO 및 PDO (Pacific Decadal Oscillation)의 모의
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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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6 Map of standard deviation of SST anomaly (a), its first EOF(Empirical Orthogonal
Function) eigenvector for tropical Pacific (b), and its first EOF eigenvector for northern
Pacific in middle latitude (c). The left panel denotes results of exp_tide and right panel
does results of exp_none.

Fig. 2.6(a)는 두 실험에서 얻어진 해수면 온도의 표준편차를 나타낸다. 중위도 태평양 쿠
로시오 지역에서 PDO로 알려진 수온의 변동성이 그리고 적도 태평양에서 ENSO로 알려진
수온의 변동성이 지배적으로 나타난다. 두 변동의 공간적인 형태는 두 실험에서 비슷하게 모
의되었지만 변동성의 크기는 내부조석파에 의한 혼합을 고려한 exp_tide에서 작게 모의된 것
에 유의할 만하다. 이러한 변동성의 차이를 보다 분명하게 구분하기 위해 해면수온의 표준편
차의 차이를 Fig. 2.7에 나타내었다. 쿠로시오의 이안점에서 변동성이 크게 감소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특히 적도 태평양의 수온변동성이 약 0.3℃도 감소하였다. Fig. 2.6(b)는 적도
태평양 수온 변동의 1모드 경험직교함수를 나타낸다. 적도 태평양 수온 변동의 제 1 모드는
ENSO 변동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두 실험을 비교했을 때 조석파에 의한 혼합 효과가 과도
한 ENSO 모의의 문제점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또한 적도 동태평양의 혼합
층이 깊어짐에 따라 해양-대기 상호작용을 완화시키기 때문으로 보인다. Fig. 2.6(c)는 중위
도 태평양 수온 변동의 제 1 모드 경험직교함수를 나타내며 이는 PDO 변동으로 알려져 있
다. 공간적인 구조에서는 두 실험의 차이가 뚜렷하지 않으나 변동성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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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7. Difference of standard deviation of sea surface temperature anomaly by
exp_tide with respect to that by exp_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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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후변화연구
-ENSO 비정규성 연구
IPCC(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증가하는 온실기체에 대한 미
래기후변화에 대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기후모형에서 모의
되는 ENSO의 시공간적 특징이 연구되어 왔는데, 특히 제 4차 IPCC 보고서에 참여하는
접합기후모형은 ENSO 모의에 분산된 특징을 보인다. ENSO 현상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열대 태평양 해양의 경년변동성은 지연지동자이론, 충전-방전 이론 같은 ENSO-전이 이
론으로 설명된다. 이들 전이 과정은 외부강제력에 의한 비선형과정에 의해 변형될 수 있
다. ENSO와 평균장의 비선형 상호작용은 ENSO의 카오스적인 변동성을 이끌 수 있다.
계절내 진동에서 계절 대기변동은 주기와 같은 ENSO 특징을 변화시킬 수 있다. 한편,
기후모형에서 나타나는 ENSO 주기는 대기 바람응력의 남북방향 구조에 의존한다. 본 연
구에서는 기후모형에서 나타나는 ENSO 주기의 비정규성과 그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살
펴보고자 한다.
사용된 기후모형은 CMIP3 23개의 모형이고, 100년의 20C3M 시뮬레이션 결과를 이용하
였고, CMIP5에 대해서는 18개의 모형을 사용하였고, 마찬가지로 100년의 historical 시뮬
레이션 결과를 이용하였다. 비교를 위하여 NOAA에서 제공하는 월평균 ERSST(extended
reconstructed sea surface temperature)와 SODA(simple ocean data assimilation) 자료를
이용하였다. ENSO 주기의 비정규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비정규성에 대한 지
수(PI; period irregularity index)를 개발하였다.
   

 log  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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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 Power spectra of Nino3.4 SSTA in CMIP3 coupled GCMs.

여기서, log   log  이고, p는 Nino3.4 지역의 power spectrum이고, f는 진동수
이다. 여기서 PI는 log 스케일의 진동수 도메인에서 power spectrum의 평균편차를 의미
한다.
우선, Nino3.4 지역의 SST 편차에 대하여 power spectrum을 구하고 그 결과를 Fig. 3.1
에 도시하였다. 모형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IPSL-CM4, CCSM3, CNRM-CM3,
FGOALS-g1.0, 그리고 ECHO-G와 같은 모형은 매우 일정한 Nino3.4 지수의 주기성을
보인다. 그 외의 다른 모형들은 상대적으로 매우 불규칙한 주기성을 보인다. 이 주기성을
지수화하기 위하여 PI를 모든 모델에 대하여 구하고 이를 Fig. 3.2에 도시하였다. 그림에
서 보이듯이 어떤 모형은 상대적으로 작은 비정규성을 보이는 반면 어떤 모형은 매우 큰
비정규성을 보인다. 이 시계열에서 비정규성이 큰 네 개의 모형과 비정규성이 작은 네 개
의 모형을 전정하여 각각 앙상블 평균 특징을 살펴보았다. 평균적인 정규적인 엘니뇨는
약 3년의 주기성을 가지며, 비정규적인 엘니뇨는 어떠한 유의한 주기성을 갖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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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정규적인 4개 모델에 대한 SST의 EOF1은 통상적인 엘니뇨 패턴을 보이나, 비정
규적인 4개의 모델에 대한 EOF1은 온수역 엘니뇨 패턴의 모습을 보인다(Fig. 3.3). 한편,
이러한 변동성은 인도양 변동성과 관련이 있다. 인도양 변동성과 엘니뇨가 결합이 잘 되
어 있을수록 비정규정은 감소한다(Fig. 3.4). 또한, 이와 같은 차이를 만들어내는 데에는
대기/해양의 결합정도, 해류, 그리고 수온약층 깊이 등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Figure 3.2. Period irregularity index of power spectra for Nino3.4 indices in CMIP3 coupled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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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3. EOF1 of SSTA for (a) regular models and (b)
irregular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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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4. scatter plot of PI and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Indian Ocean SSTA and Nino3.4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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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5. Maps of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zonal wind stress and Nino3.4 index in CMIP3
models.

SST 변동에 대한 바람응력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동서방향 바람응력과 Nino3.4 지
수의 상관계수를 Fig. 3.5에 도시하였다. 그림에서 보이듯이 적도 중태평양에서 SST 변
동에 대한 바람응력의 반응이 강할수록 엘니뇨 주기의 비정규성은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그 반응이 작을수록 비정규성이 커지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즉, SST 섭
동에 대하여 바람응력의 강한 반응을 하는 모델이 엘니뇨의 주기가 정규적으로 나타난다
는 것이다.
한편, CMIP5에 대해서도 비슷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CMIP5 모형에 대한 Nino3.4 지수의
파워스펙트럼 결과를 Fig. 3.6에 나타내었다. CMIP5에서는 MIROC5를 제외하고 Nino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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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가 하나의 주기를 갖는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엘니뇨의 주기성이 매우 정규
적인 비현실적인 특징이 CMIP5 모형에서는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CMIP3에서는 PI의 변동성이 0.48인 반면, CMIP5에서는 0.12로 크게 작아져 모델간 차이
가 크게 작아졌음이 보인다. 이에 대한 이유로 SST편차에 대한 바람응력에 변화를 들
수 있다(Fig. 3.7). 바람응력과 Nino3.4 지수의 상관계수가 Fig. 3.8에 나타내였다. 그림에
서 보이듯이 전반적으로 상관계수의 변동성이 크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PI값이 큰 모형에
서 상관계수가 작게 나타나느 일반적인 특징이 보인다(Fig. 8).

Figure 3.6. Same as Fig. 1. except for CMIP5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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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7. Same as Fig. 2. except for CMIP5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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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8. Same as Fig. 8. except for CMIP5 models.
-

해상도별 기후모형 모의 민감도 분석 연구

1개의 고해상도 기후모형 (MIROC3.2-Hires) 결과와 10개의 저해상도 모형 결과의
평균을 이용하여 미래 기후에서 북서태평양 subtropical gyre의 변화를 평가함.
현재 기후와 미래 기후에서 북태평양의 barotropic stream function과 Sverdrup Stream
function을 비교하면, 미래기후에서 북태평양 subtropical gyre가 남쪽에서는 약해지고
북쪽에서는 강해짐. (아래 그림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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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현재 기후와 미래 기후에서 barotropic strem function과 Sverdrup streamfunction의 비교 (Cheon et
al 2012에서 발췌)

고해상도 모델에서 미래 기후에 Koroshio Extension이 강해짐. Kuroshio의 thermal
front도 강해짐. Oyashio Extensio도 강해짐. 저해상도 모델에서는 Kuroshio의 thermal
front가 약간 북상하는 것 이외에는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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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고해상도 모델과 저해상도 모형에서 Kuroshio Extensionqnrms에서 남북방향 속도 단면과 표층 동
쪽방향 흐름

이런 변화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대기의 바람과 압력 변화를 분석함. Hadley 순환과
Ferrel 순환이 북쪽으로 확장하면서 북서태평양에서 해수면 기압이 상승함. 이에 의해
음의 wind stress curl이 생겨 wind stress curl이 0인 선이 북쪽으로 이동함. 이에 의해
subtropical gyre가 북쪽으로 이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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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대기 바람과 해수면 압력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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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 밀도변화 기인 장기해수면 상승특성
동해에서 지난 1992(3)년 이후 장기 해수면 상승 특성을 다양한 관측자료원(검조소,
CTD, 위성자료 등)(Fig.3.12)을 이용하여 검토하였다. 1992-2001(9)년간 동해 남부 해수면
상승률은 7.5mm/yr이고 주된 상승원인은 열팽창으로 분석된 바 있다(Kang et al., 2005,
JGR). 이후 추가 10여년의 자료가 축적되고, 지구기후변화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동해의 상승특성에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는가에 대한 재평가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특히 태평양, 동해 해수면 변화는 단기적으로는 계절변화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지구자연변동에 따른 10-20년 주기의 PDO 등에 의한 주기적 특성과 지구기후변화에
의한 장기변화가 중첩되기 때문에 이런 특성 분류가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요인중 특히 기후변화에 영향이 지배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해수면의 밀도 변화에 따른 변화(Steric Sea Level, SSL)와 염분변화에 따른
해수면 변화 (Halrosteric Sea Level, HSL)변화 결과를 제시한다. Fig.2는 동해남서
관측점에서의 SSL 변화특성으로 초기 9년 상승률은 5.3mm/yr이나 후반 10년 상승률은
0.0 mm/yr, 전체 20년 상승률은 1.5mm/yr이다. Fig.3에서 보이는 특성은 염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변화(HSL)로서 동해남서 관측점에서의 SSL 변화특성으로 초기 9년
상승률은 1.2mm/yr이나 후반 10년 상승률은 -0.3 mm/yr, 전체 20년 상승률은
0.3mm/yr이다. 이는 20여년간 양의 상승률은 이시기 동해 남서부 해역에서 300m 이내
상층부의 저염화 진행되었다는 것을 암시한다. 양자강 댐 건설과 함께 강수량이 적어지는
방향으로 변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같은 저염화는 외해로부터의 유입되는 해수의
염분이 낮아졌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는 Melting 효과가 나타나고 해석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염분변화 경향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2000년대 초중반이후 낮아진 해수면 상승률은 Fig.4의 전지구해수면 상승 특성에서
보이듯이 2000년대 중반에 전지구 해수면 상승이 약간 낮아져 보이나 동해와 같이
남서부와 같이 현격한 특성을 보이지는 않는다. 전지구적으로는 그 특성이 약화되나
태평양에 나타나는 PDO와 같은 10-20년 장주기 거동이 상승률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아울러 동해에서 해수면 상승에 과거 열팽창보다 역학적
요인(Dynamic effect)와 담수유입효과가 점차 증대되고 있을 것임을 시사한다.

- 54 -

Fig.3.12 한국, 일본 검조소, 동해 한국측 동해 남서부 관측점 (KODC) 동해 남동부 일본측 수온,
염분 관측점 (JODC, WOD). 동해 남동부 13개 조석관측점에서의 지난 19년 평균상승률은
5.3mm/yr이나 전체 동해 남부에서 16년 상승률이 약 3mm/yr (위성 분석결과)라는 점을 감안하면
동부북부의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작을 것임을 시사한다. 동해남서부 관측점은 정기적인
정선관측자료가 수집된 지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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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3 동해 남서부 관측점 (KODC)에서의 밀도변화에 따른 해수면 변화 (SSL).

Fig.3.14 동해 남서부 관측점 (KODC)에서의 염분변화에 따른 해수면 변화 (SS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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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지 증폭에서 광물성 먼지 에어로졸의 역할
공기 중의 광물성 먼지 입자는 내향 단파 및 외향 장파 복사를 흡수하고 또 분산한다1.
또한 그들은 얼음 및 물방울의 응결 핵으로 작용함으로 간접적으로 기후에 영향을 주고
있다11. 어떤 지역에서 현대의 대기 먼지 농도는 위성 측정으로부터 얻을 수 있으나, 먼
지 모형 연구만이 지구 전체적인 추정치를 제공하고 있다3,4,12. 과거의 먼지 침착에 대한
정보는 기후 기록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13. 결국, 먼지 모형은 관찰된 침착에 맞추기 위해
조정될 수 있으며 현재 및 과거의 대기 농도에 대한 예측을 제공한다4,5. 마지막 최대 빙
하기(LGM) 시의 지구 먼지 침착은 현세(홀로 세)보다 2~4배 가량 더 높은 것으로 여겨
진다4,5,13,14. 먼지 에어로졸에 기인하는 표면 복사강제력(RF)은 모형 연구에서 현세 및
LGM 조건에 대해 각각 -0.2 ~ -1.2 및 -0.43 ~ -3.2 Wm-2에서 추정되었다5–7.
이 연구에서 우리는 모형으로부터 얻은 일부 정보를 가지고 먼지 농도 변화를 제한하는
관찰을 이용하여 현세 및 LGM동안 대기 먼지 부하량을 측정하는 대체 방법을 제시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관찰에 의해 유도된 추정치를 사용하여 먼지-유발 RF를 계산한다.
LGM 및 최근의 기후 변화를 조사한 이전의 논문들은 모형 연구에 근거하고 있으며 일
부는 관찰에 약간의 관심을 보인다4,6,7,12. 먼지의 모형 연구들은 근원지(source areas), 근
원 강도(source strengths), 이송 경로(transport pathways) 및 침착 불확실성(deposition
uncertainties)으로부터 많은 불확실성의 자료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단지 모형으로부터 수직적 프로파일과 침착 사이의 관계만을 이용한다. 이는 모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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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의존성을 줄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불확실성을 잠재적으로 감소시킨다. 우리는
불확실성을 확인하기 위해 두 개의 다른 먼지 모형 연구를 사용하였다: Climate
Community System Model 34과 연계한 Community Atmospheric Model 3(이후 CCSM),
그리고 Model for Interdisciplinary Research On Climate5 과 연계한 동경대학교의
SPRINTARS 에어로졸 모형(이후 MIROC)은 현세 및 LGM 조건 모두에서 두 개의 다른
먼지 순환 시뮬레이션을 제공한다.
새로운 DIRTMAP 3 데이터베이스는14 이전의 데이터에 비해 현세와 LGM동안에 알려진
먼지 침착 지역의 수를 3배 정도 증가시킨다13. 추가적인 새로운 먼지 침착 측정을 포함
하는 이 데이터는 (표 T1, suppl. mat.) Kriging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지구 전체 먼지 침
착 격자로 보간하였다. 표면 농도는 건성 침착량을 침착 속도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건성
침착량 및 침착 속도는 두 모형에 대해 다르며, 그 결과 두 개의 약간 다른 표면 농도 데
이터 세트를 얻었다. 불확실성은 보충 정보에서 논의된다. CCSM 및 MIROC 침착 데이
터에 근거한 표면 먼지 농도의 재구성은 그림 1에서 각 모형의 표면 농도에 비교되었다.
최대값 및 최소값은 재구성과 모형 들에서 유사하였다. 그러나 먼지 부하량은 재구성에서
더 구역적으로 분포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 양상은 표 1a에 강조되었으며 표면 먼지 농
도의 지구 전체적 및 구역적 중간값을 보여주고 있다. 먼지 농도는 대략 로그 정규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므로 (그림 S2), 우리는 지구 전체적으로 또는 구역적으로 분포된 먼지 부
하량을 더 대표할 수 있는 지표로 평균값보다 중간값을 사용하였다. 현세 및 LGM에 대
한 전체 표면 먼지 농도의 중간값은 각각 1.7 ~ 6 µg m-3및 3.2 ~ 13.2 µg m-3에서 추정
된다. 이는 모형 추정치보다 더 높으며 모형에서 source peaks 와 비교하여 먼지 부하량
추정치의 더 광범위한 분포를 반영한다. 특히 고위도의 남위에서는 재구성이 모형보다 더
자세하게 잘 수행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아마 모형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적인 남
극 근원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반대로, 남미 및 호주의 데이터가 없는 것은 모
형에 비해 재구성에서 이들 지역에 대한 과소평가로 이어진다.
재구성된 먼지 부하량에 기인한 RF는 재구성 구역 중간값을 표면 먼지 농도 관계에 대
한 각 모형의 구역 단파(SW) + 장파(LW) RF에 비교하여 추정되었다(그림 S3-S6). 이런
재설계(rescaling)는 RF가 대개 먼지 농도와 비례하여 진화하므로 정당화된다. 일반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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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더 높은 먼지 부하량에 기인하여, 재구성에서 RF는 그들 각자의 모형에서보다 더 높
은 경향이 있다. 표 1b는 위도 대역의 발견들을 요약해 보여준다. 현세 및 LGM 조건 동
안 표면에서 직접 RF(SW+LW)의 지구 전체적 평균은 각각 -0.3 ~ -0.6 Wm-2및 -0.5 ~
-2 Wm-2에서 추정된다. 지구 전체적 평균은, 비록 약간의 구역적 차이가 존재하지만, 모
형으로부터 나온 값에 매우 근접하다.
먼지 농도 및 RF에서 가장 큰 상대적 변화는 높은 위도에서 일어난다. 높은 위도에서 기
후 변화에 대한 불균형 반응은 먼지 부하량에 국한되지 않지만 역시 온도 반응의 한 양
상이다. 비록 LGM 지구 전체 및 적도 온도는 현세 동안 3~4 K 정도 더 추웠지만15–17,
이런 차이는 극지방에서 훨씬 더 컸으며 (8-17도)18–20,우리는 이런 효과를 극지 증폭이라
고 부른다 (그림 2). 극지 증폭은 가까운 미래에 온도 상승의 맥락에서 충분히 철저한 검
토 대상이 되고 있다21,22. 이 효과의 기전은 여전히 불분명하고, 기후 모형들은 지속적으
로 LGM에서의 극지 온도 증폭을 과소평가하고 있다19. 그림 2에 나타난 온도 양상은 현
세와 LGM 사이에서 지구 전체적 온도 변화로 나눈 지역 평균 현세 온도에 대한 차이로
서의 증폭 계수를 나타낸다. LGM에서 현세에 이르는 변화는 남극과 그린란드에서 각각
지구 전체 평균의 2배 및 4배였다. 확장된 얼음 평상(ice sheet)에 기인한 높은 위도에서
의 LGM으로부터 현세에 이르는 복사 교란(radiative perturbation)은 -20 Wm-2에서 추정
되었다7. 이에 비해, 감소된 CO2 농도의 지구 전체적 효과는 -2.8 Wm-2인 것으로 여겨진
다23. 그림 2에 나타난 먼지 데이터는 지구 전체적 현세-LGM 먼지 부하량 변화로 나눈
평균 현세 농도에 대한 지역 비율로서의 먼지 극지 증폭을 나타낸다. 온도와 마찬가지로,
낮은 위도에서 배경 먼지 부하량은 예측된 지구 전체적 평균 변화와 잘 일치한다. 그러
나, 극지방에서 먼지 침착의 변화는 지구 전체적 평균 보다 한 자릿수 더 크게 나타났다.
LGM 동안 훨씬 더 높은 대기 먼지 농도가 극지 기후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고 극지 증
폭 현상에 기여했을 것이라는 게 타당하다.
극지방의 변화를 상세히 조사하기 위해, 그린란드 및 남극 얼음 평상에서 잠재적인 근원
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두 지역이 선택되었다 (표 T2). 중앙 적도 태평양의 멀리 떨
어진 지역은 낮은 알베도(albedo) 표면에 대한 낮은 위도 비교를 제공한다. 각각의 위치
에서, 평균 현세 및 LGM (각각 8 kyr BP ~ 2 kyr BP 및 26 kyr BP ~ 19 kyr BP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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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주기로 정의된) 먼지 흐름 수준은 얼음 핵 또는 해양퇴적물 데이터로부터 추론할 수
있다. 이런 평균적 흐름 수준은 극지 배경 대기 먼지 부하량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으로 간
주될 수 있다. 얼음 핵 먼지 흐름에서 불확실성은, thorium-normalized 해양퇴적물 데이
터와 마찬가지로, 30% 이하로 비교적 잘 제한되어 있다9,10,18. 표면 농도는 상기 언급된
방법을 이용하여 재구성되었다 (suppl. mat. 참조). 수직적 먼지 농도 양상은 각 모형의
양상을 재구성된 표면 농도에 대해 조정함으로 유도되었다.
극지방에서 먼지 침착은 봄과 여름 동안에 가장 높으며, 이는 먼지 근원 지역의 peak
mobilization과 일치한다24–26. 최근의 모형 연구 결과에 의하면, 비록 먼지 침착이 근원
에 밀접한 몇 개의 사건에 의해 지배된다고 할지라도,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의 침착은 시
간에 따라 더 균등하게 분포된다27. 그러므로 우리는 극지방에서의 침착이 단일한 사건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시간에 걸쳐 퍼져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연간 총량에
비해 봄과 여름에 침착된 먼지의 양이 얼마인지 추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가
능한 분포 범위를 묶어 두 가지 경우를 고려하였다. 최소 가능성의 각본(MIN)에서 먼지
침착은 연중 균등하게 분포되며, 반면에 최대가능성의 각본(MAX)에서 모든 먼지는 봄과
여름 동안에 침착된다. 이 두 경우에 모두 먼지-유발 직접 단파 RF는 오직 극지의 여름
동안에만 효과가 있다.
그림 3은 one-dimensional rapid radiative transfer model 로 계산된 이 두 가지 각본에
대한 표면에서 그린란드 및 남극의 직접 단파 RF를 보여준다28. 현세 조건에서, 극지방의
낮은 먼지 농도는 그린란드 및 남극에서 낮은 표면 RF값을 야기한다. 모형 매개변수 및
각본에 따라, 중앙 태평양에서 먼지-유발 표면 RF는 현세 및 LGM 조건에서 각각 -0.5
~ -3.5 Wm-2및 -1 ~ -3 Wm-2사이에서 변한다. 이는 표 1b에 나타난 일반적인 결과와
일치한다. 극지방대에서는, 모형 및 지구 전체적 재구성에서의 구역 평균과는 달리, 상세
재구성된 LGM 얼음판 위 먼지 농도로부터의 RF는 대기 먼지로 인한 중요한 효과를 보
여준다. 건성 침착 속도 및 수직적 양상에서 모형의 차이에 기인하여 비록 두 가지 재구
성 모두 절대값에서 다를 수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모두 표면에서 현저한 냉각을 보인
다. 그린란드에서는, -3 ~ -6 Wm-2표면 냉각이 있으며 (각 모형에 대해 MAX 및 MIN
값을 평균함), 이는 극지의 여름 동안 LGM에서 감소한 CO2농도에 기인한 효과를 2배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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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한 것에 상응하고 또는 연간 평균값을 고려했을 때 CO2에 대한 유사한 효과에 상응한
다. 남극에서는, 극지 여름 동안 표면 냉각은 -0.8 ~ -1.7 Wm-2에서 여전히 상당한 편이
다. 장파 강제력은 이들 값을 약간 감소시킬 것이다. 그러나, 이 효과를 수량화하는 것은
어려운데, 이는 그것이 구름의 양에 의해 매우 약화되며 그러므로 먼지의 간접적 효과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suppl. Mat 참조).
SW RF는 낮은 알베도 표면 위에서 공기 기둥 전체에 걸쳐 음의 값을 갖는다 (그림 S7).
그러나, 표면 알베도가 늘어남에 따라, RF 곡선은 양의 값 방향으로 측면으로 이동한다.
극지방에서, RF는 표면에서 음의 값을 나타내지만 높은 대기에서는 양의 값이 된다 (그
림 S7). LGM 조건에서는, 높거나 낮은 대기에서 이런 상반된 온난화 및 냉각화가 대기
안정화를 증가시켰을 것이며 그러므로 표면 근처의 공기와 자유 대기 사이의 열 교환을
방지함으로 표면 냉각을 증폭했을 것이다. 나아가, 표면에서의 냉각은 봄과 여름 동안 해
빙 및 눈이 녹는 것을 느리게 했을 것이며, 그리하여 알베도를 높게 유지하고 극지방의
온난화를 막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대기 먼지 에어로졸은 LGM 동안 극지 냉각 증폭에서
긍정적인 강화로 작용했을 것이다.
우리의 연구 결과는 LGM동안에 대기 먼지 에어로졸의 복사 영향은, 특히 극지방에서 과
소평가되었을 것이라고 시사한다. 에어로졸 RF의 상세한 매개변수화는 다른 기후에서 극
지 증폭 및 온도 분포의 전체 효과를 재확인 할 수 있는 모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
다.
21세기 후반에 토양 건조 및 가뭄은 극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며29, 저위도의 가
뭄 지역은 그 크기가 두 배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변화하는 기후에 따라 공기의 흐름이
어떻게 변할지는 여전히 불분명하지만, 근원지의 변화는 LGM에서 추가적인 먼지 부하량
의 50% 이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30. 이런 가정 하에서, 현대의 수치와 비교하여 최
소한 50% dust uplift 의 지구 전체적인 증가를 예측할 수 있다. 극지 먼지 증폭 현상으
로 인하여, 먼지 에어로졸은 극지방 온난화에 현저한 완화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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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연구개발목표 달성도
성과목표(가중치)

연구성과

최종목표
달성도

- KIOST 접합 모형 개발
- KIOST 접합 모형 장기적분 및 국제적
검증
연직혼합방안에 따른 해양혼합층 및 해 100%
1.KIOST 접합 모형 개발(40%) -면수온
민감도 평가
- 기후조건하에서 해양-해빙결합모델 중
장기 적분 수행 및 북반구 해빙 특성 모
의 성능 분석
구축(Optimal Interpolation,
2. 재분석 자료 생산 및 기후 자료동화체계
Ensemble
Optimal Interpolation,
100%
모의 성능 평가
Ensemble Kalman Filter)
- CMIP5 모형에서 엘니뇨 주기성에 대한
비정규성 분석
3.기후 변화 및 변동성 연구, 상 - 동해 남서부 20년 장기 밀도변화 기인 100%
해수면 특성 분석
호 연관성 연구 (40%)
- KEOPS II (2011년도 남인도양) 관측
자료 비교 (프랑스 공동 연구)
합계(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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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지구시스템 모형 운영을 통해 미래의 지구시스템 변화에 대한 상세한 예측을
도출
- 도출된 결과는 인간 활동과 직결된 자연환경요소, 산업 활동, 국가경제,
개인경제에 걸쳐 다양하게 이용될 수 있으며, 예측결과를 이용할 경우 커다란
부가적인 이익을 창출하거나 인적/물적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음
- 기후 예측 시스템의 기후 모의 성능 향상에 활용
- KORDI 기후모델을 위한 해양자료동화체계는 향후 자연기후모의 성능을
개선하는데 활용이 가능
- 엘니뇨 및 북대평양장기변동(PDO)등에 대한 예측체계에 활용함으로 향후
기후변동에 의한 한반도 주변 자연재해 저감 및 수산자원 활용에 활용
- 해양자료동화체계는 지역해양예보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며 연안역에 대한 활용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해난사고 및 연안레저 활동을 위한 정보 제공에 활용
- 신뢰도 높은 한반도 기후변화 시나리오 작성기술 지원을 통해 기후변화 국가
적응책 개발을 위한 과학정보 생산에 기여함.
- 열염분순환의 변화 이해에 활용
- 대양간 연결통로 파악
- 열대 태평양 해류 변동성 관련 논문 작성 및 2차년도 이산화탄소 배증 실험에
활용할 예정
<기술적 측면>
◦ 해양과기원 고유의 접합 모형 개발로 기후 변화 연구 활성화
◦지구시스템 모형인 KORDI 접합 모형 운영을 통해 미래의 지구시스템 변화에
대한 상세한 예측을 도출
◦ 자연기후 변동성 모의 성능 향상에 기여.
◦ 미래 해양 혼합층깊이 변화 전망 신뢰도 및 불확실성 분석 기술 향상
◦ 인도양 통과류의 변동 특성 이해로 인도양과 열대 서태평양의 자연 변동성 및
- 63 -

기후 변화 기인 변동 특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
◦ 해빙-해양 접합모델 기술 개발을 통하여 자연변동성과 인위적 온난화에 의한
해빙 감소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지구시스템모델에 의한 기후변화 예측성
향상에 기여함
◦기후시스템모델의 주요 성분모델인 해빙모델을 개선함으로써 차기 단계(AR5)의 기
후변화 예측실험을 위한 우리나라의 지구시스템모델 선진화에 기여함
◦발전된 지역해양예보 수립에 적용가능
◦열염분순환의 난수통로 파악
◦기후변화 평가능력 향상
◦연구논문
<경제․산업적 측면>
◦ 기후 모의 성능 향상을 통한 중·장기 기후 정확도를 제고함으로 기후 변화에
따른 적응 방안 도출 및 자연재해 저감에 기여
◦향후 십년간 기후 예측도의 정확도를 높임으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국가 대
책 수립에 과학적 기반 제공
<기타>
◦ 한국해양과기원 고유의 전지구 접합모형 및 자료 동화 시스템 구축으로 한국해양
과기원의 국내/국제적 위상 제고
◦ 해양과기원 고유의 기후 예측 시스템 구축 가능, 매월 엘니뇨 예측을 포함한 기후
예측정보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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