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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연구의

목적 및 내용

대기-해양-해빙-지면 과정과 해양생지화학과정, 지면 역학식생과정이 결합

된 KIOST 지구시스템 모형과 자료동화시스템 개발하고 기후변화 진단 및 전망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Ÿ 고유의 KIOST 지구시스템 모형 개발

Ÿ CMIP6 기후변화 시나리오 작성

Ÿ KIOST 지구시스템 모형 재분석 자료 생산

Ÿ KIOST 지구시스템 모형의 중단기 기후예측성 평가

Ÿ 기후변화 진단 및 장기 기후변화 전망 연구

연구개발성과

- 독자기술로 KIOST 지구시스템 모형 개발

- KIOST 지구시스템 모형의 기후모의 성능 평가: 남극해 고온, 고염 편향과 저

위도 해역의 저온, 저염 편향 크게 개선, 엘니뇨, MJO 기후변동 모의 성능 

향상, 

- CMIP6 기후변화 시나리오 자료 생산: DECK(AMIP, PI-control, CO2 1%/year 

점증실험, CO2 4배증 실험), Historical run, ScenarioMIP (SSP1-2.6, 

SSP2-4.5, SSP5-8.5)

- 해양자료동화기법을 기후모델에 적용하여 장기간(1947-2012) KIOST 기후재분

석 자료 생산

- KIOST 기후시스템 모형을 이용한 기후예측시스템 개발과 예측성 평가 수행: 

엘니뇨 예측 성능 확인 그러나 계절내 진동 예측 한계

- 기후모델 및 기후재분석 자료를 활용한 기후변화 진단 및 역학 연구 결과 논

문: 기후변화에 따른 기후예측성 변동 기작, 기후변동에 따른 북서태평양 해

양-대기 상호작용 변동 기작, 빙권 변동 역학, 자오면 순환 변동 역학 등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계획

(기대효과)

- CMIP6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제 6차 IPCC 기후변화 평가보고서에 인용될 것이

며 국내외 과학자들의 기후변화 진단 및 역학 연구에 지속적으로 활용될 것

임.

- KIOST 기후재분석자료는 국내외 연구자들에 의해 기후역학 연구에 활용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활용될 것임.

- KIOST 지구시스템 모형과 자료동화시스템은 직접적으로 기후예측시스템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기후예측 자료는 유관기관들과 공유함으로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음. 

- 본 연구를 통해 수행된 기후예측성 평가 연구는 지구시스템 모형의 개선과 

기후예측 시스템의 예측 성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 

국문핵심어

(5개 이내)

지구시스템 

모형
기후변화 기후예측 자료동화 기후재분석자료

영문핵심어

(5개 이내)

Earth System 

Model
Climate change

Climate 

prediction

Data 

assimilation

Climate 

re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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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1.1 연구개발의 목표

본 연구에서는 대기-해양-해빙-지면 과정과 해양생지화학과정, 지면 역학식생과정이 결합된 

KIOST 지구시스템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목표이다. 또한 KIOST 지

구시스템 모형을 활용한 연구로서 기후예측 시스템 개발을 위한 해양자료동화시스템 개발과 기후

재분석 자료 생산 그리고 제 6차 IPCC 기후변화 평가보고서를 위한 CMIP6 기후변화 시나리오 자

료 생산한다. 또한 생산된 기후변화 시나리오와 재분석 자료의 분석 등을 통해 기후변화 진단과 미

래 장기기후 변화 전망 등 관련 연구를 수행한다.

1.2 연구개발 필요성

향후 30년에 대한 기후 예측은 국가 장기 발전 계획에 필수적 요소이며, 1-3차를 아우르는

모든 산업 분야와 비즈니스 분야에서의 장기 계획의 수립과 미래 전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특히 자원이 부족하고, 기초산업의 수입 의존도가 높으며, 수출을 통해 산업 발전을

꾀하고 있는 우리로써는 비단 한반도내의 기후 변화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기후 변화에 대

한보다 신뢰 높은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미래 국가 발전을 위해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1차에서 5차에 해당하는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 평가보고서는 기후시스템의 온난화에 따른 지구평균 기온과 해수온도의 상

승 및 광범위한 눈과 얼음의 융해 및 지구평균 해수면 상승이 관측 자료로부터 확인되고 있음

을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지구시스템의 변화는 인간활동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인다

할지라도 그 관성 때문에 일부나마 자연/인류 시스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20-30년 동안 기후변화에 대한 완화 정책과는 별도로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적응 조치가 요구된다. 그러한 관점에서 장기 기후 전망에

대한 예측 자료뿐만 아니라 단∙중기 기후 변화 및 변동에 대한 신뢰성 있는 자료가 요구된

다. 미래 기후를 예측하지 못함에 따라 국가적으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선제적인 장기 전략

을 세우지 못한다면 사회∙경제적 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 국제적으로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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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예측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2050년까지의 장기 기후 변화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10년 이상의 장주기 변동과 지구 온

난화의 영향이 모두 중요하게 작용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비단 온난화를 유발한 복사 강제력

의 역할 뿐만 아니라 장주기 자연 변동의 범위와 메커니즘의 이해가 절실하다. 특히 복사 강

제력의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빙권의 변화는 최근 들어 매우 급격한 변화를 보

이고 있는데, 빙권의 변화는 비단 빙권 자체의 변화 뿐만 아니라 지구시스템과의 피드백 과정

을 통하여 복사 강제력을 영향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기후 모형, 즉 기후예측시뮬

레이터의 장기 예측 능력 향상에 있어서 빙권의 정확한 모의가 요구된다. 즉, 기후예측시뮬레

이터에 있어서 빙권의 변화를 진단하고, 이에 따른 기후시스템의 변화에 대한 역학관계를 밝

힘으로써, 기후예측시뮬레이터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여, 기후예측시뮬레이터의 성능을 높임으

로써, 장기 예측 능력 향상을 위한 기반 기술을 확립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기 기후 예측과 함께 단∙중기 기후에 대한 예측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커지고

있다. 단∙중기 기후변화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의 기후시스템을 정확히 진단

하여 지구시스템 모형의 초기 입력장을 생산하는 자료동화 시스템이 필수적이다. 특히, 해양순

환은 기후변화의 가장 중요한 인자로 인식되고 있으며 해양자료동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해양

순환을 정확히 진단함으로 기후변동을 예측하며 그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현재 국제적으로는 일본, 미국, 호주, 캐나다 및 유럽 (JMA, NOAA, MERCATOR, GFDL,

ECMWF, NASA 등) 등을 중심으로 해양 자료동화 시스템을 적용하여 기후 재분석 자료를 생

산하고 기후 예측과 기후 모니터링에 활용되고 있다. 또한 CLIVAR GSOP (Global Synthesis

and Observations Panel)을 중심으로 기후재분석 자료에 대한 상호 비교 검증 프로그램을 수

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후예측시뮬레이터와 예측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키고자 협력하고

있다.

기후예측시뮬레이터와 해양 자료동화 시스템을 통해 생산된 기후재분석 자료와 기후 예측

결과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인류를 위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데 중대한

역할을 담당함으로 사회․경제적 비용을 크게 절감하고 국가 위상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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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세부연구 목표 및 내용

구분 년도 연구목표 주요 내용 

1단계 2009-
2011

기후 예측 시뮬
레이터 개발 

- 해양-대기-해빙 접합 모형 개발
- 기후예측 시뮬레이터 검증

전 지구 자료동
화 시스템 개발 
및 기후변화 메
커니즘 연구

- GAIA 시뮬레이터를 위한 해양 자료동화체계 구축
- 해양-대기 상호 작용 연구 

- 기후변화 메커니즘 연구

2단계 2012
-2015

기후예측 시뮬레
이터 개발

- 고유의 기후예측 시뮬레이터 개발 및 개선
- 기후 예측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기후 변화 연구 

자료동화 접합 
기후예측체계 개
발 및 기후변화
진단 연구

- 자료동화 시스템 개발 및 기후재분석 자료 생산
- GAIA 기후시스템 모형의 기후예측성능 평가
- GAIA 기후시스템 모형의 해양-대기 모의 성능 평가
- 기후변화 진단 및 역학 연구

3단계

2016

GAIA 지구시스
템 모형 민감도 
실험 및 동결

- 해양생지화학 과정과 역학 지면 식생 과정에 따른 민감
도 실험 수행 및 역학 과정 이해

- 장기 적분 및 기후 특성 검증
- GAIA 지구시스템 모형 동결

GAIA 지구시스
템 모형 재분석 
자료 생산

- GAIA 지구시스템 모형을 위한 자료동화 시스템 개선 및 
재분석 자료 생산

- 가이아 재분석자료에서 나타나는 엘니뇨와 관련된 열대 
강수 패턴 분석

- 가이아지구시스템 모형과 관측에서 모의되는 원격상관 
패턴 비교 분석

2017

CMIP6 기후변화 
시나리오 자료 
생산

- CMIP6 기후변화 시나리오 자료 작성 I

- 각 시나리오별 장기 적분 자료 분석 및 역학 연구

가이아 지구시스
템모형의 계절규
모 예측성 평가

- 초기화가 포함된 가이아 지구시스템 모형을 이용한 엘니
뇨/라니냐 및 엘니뇨/라니냐에 의한 강수 예측성 분석

- 열대 해양변동에 의한 원격상관 패턴 분석
- 가이아 지구시스템 모형의 중위도 계절예측성 분석

2018

고해상도 GAIA 
지구시스템 모형 
개발

- CMIP6 기후변화 시나리오 자료 작성 II
- 고해상도 GAIA 지구시스템 모형 개발
- 해상도 증가에 따른 역학 과정 개선

가이아 지구시스
템 모형의 계절
내진동 예측성 
평가

- 가이아 지구시스템 모형을 이용한 계절내진동 모의 성능 
진단 및 평가

- 가이아 지구시스템모형의 계절내 진동 예측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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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수행내용 및 성과

2.1. KIOST 지구시스템 모델 개발

본 연구의 1-2단계 연구를 통해 KIOST 지구시스템 모형의 초기단계인 GAIA 해양-대기-

해빙 접합 모형이 개발되고, 검증되었다. GAIA 해양-대기-해빙 모형은 GFDL (Geophysical

Fluid Dynamics Laboratory) CM2.1 (Coubpled Model Version 2.1)에 기반하여 개발되었지만,

본 사업에서 개발된 독자적 물리모수화 방안이 적용되어 개발되었다. 새롭게 적용된 물리모수

화 방안를 안정시키고, 모형의 품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민감도 실험이 수행되었다. 3단

계 연구에서는 기존 CM2.1의 대기 모형(AM2.1)의 격자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GFDL CM2.5의 Cubed-Sphere 격자체계를 도입하고 발전된 구름물리 모수화 방안을 적용하

여 KIOST 지구시스템 모형을 완성하였다. 본 과제에서는 대기 물리모수화 방안의 개발하고

적용하는 연구를 수행함과 동시에 2, 4세부 과제에서 개발한 해양 물리모수화 과정과 지면식

생 과정을 결합하여 KIOST 지구시스템 모형을 안정화시키고 성능을 개선하는 연구를 수행하

였다.

2.1.1 적운 모수화 방안 개발 및 적용

본 연구의 1-2단계 연구를 통해 적운 모수화 방안을 개발하여 검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

다. 적운 모수화 방안은 기후모형 내에서 적운 군집(cumulus ensemble)이 격자 평균 값에 미

치는 영향을 나타낸다. 현재 사용중인 대부분의 기후모형에서는 수평 격자의 크기가 적운 군

집의 크기에 비해 매우 크므로, 격자 평균 값을 이용하여 적운 군집의 특징과 그것이 격자 평

균 값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내는 적운 모수화 (cumulus parameterization) 방안이 사용되고 있

다. Kim and Kang (2012)의 적운 모수화는 질량 속 (mass flux) 유형의 적운 모수화 방안이

며, 질량 속 적운 모수화는 크게 아래의 구성성분으로 이루어진다: i) 구름 바닥 공기 괴의 열

역학적인 특성과 방아쇠 함수 (cloud base properties and trigger function), ii) 구름 모형

(cloud model), iii) 구름 바닥 질량 속 결정 (closure). 아래의 Figure 2.1.1에서 이와 같은 구성

성분들을 표현한 Kim and Kang (2012) 적운 모수화 과정의 개념도를 나타내었다. 위의 구성

성분들을 모두 결정하고 나면 마지막으로 적운 모수화 과정이 수행된 격자의 격자 평균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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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습도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Fig. 2.1.1. Kim and Kang (2012) 적운 모수화 방안의 개념

도.

- 구름 바닥 공기 괴의 열역학적인 특성과 방아쇠 함수

먼저 적운 모수화 방안은 어떤 격자에서 적운을 만들어 낼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게 된다.

이를 결정하는 과정을 방아쇠 함수라 하는데, 적절한 방아쇠 함수가 탑재되지 않은 적운 모수

화 방안은 기후모형으로 하여금 적운을 너무 빈번하게 모의하도록 하여 열대지역에 존재하는

대류활동의 변동성을 제대로 모의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방아쇠 함수가 탑재

되어 있지 않은 적운 모수화 방안은 적운 대류 활동이 적운 가용 잠재 에너지 (convective

available potential energy, CAPE)가 양수 일 때는 언제나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하지만 실제

자연에서는 때때로 적운 대류 활동이 CAPE이 큰 값임에도 불구하고 억제될 때가 있다. 이때

는 지면 근처의 공기괴가 자유 대류 고도 (level of free convection, LFC)에 다다르기 전에 부

력을 잃기 때문이다. Kim and Kang (2012)에서는 Jakob and Siebesma (2003)의 방아쇠 함수

를 도입하여 이와 같은 과정을 표현하였다. 이 방법은 아래에서 서술 될 구름 모형과 동일한

‘흡기하는 공기괴 (entraining- parcel) 모형’을 사용하여 구름 바닥 아래에서 공기 괴의 열역학

적인 특성 및 구름 공기괴의 연직 속도를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지면 근처의 공기괴를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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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 처음으로 응결이 일어나는 고도를 구름 바닥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이때 구름 공기괴의

연직 속도를 보아 연직 속도가 양수일 때만 그 격자에서 적운 모수화를 작동시킨다. 구체적인

수식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면에 가장 가까운 모형 격자의 온도, 습도 및 지면에서의 잠열,

현열 속을 이용하여 적운 모수화에 사용될 공기 괴의 온도와 습도를 결정한다. 이는 Troen

and Mahrt (1986)을 따른 것이다.

∅ 
∅′
′∅′

     (1)

여기서 ∅는 온도 혹은 습도이며 ′∅는 온도 혹은 습도의 지면 속을 나타낸다. 또한 같은

공기 괴의 연직 속도는 Holtslag and Moeng (1991)에서 제안된 경험식을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2)




≅ 






 




 







 (3)

여기서 z1는 모형의 첫번째 격자를, 는 연직 속도의 표준 편차를, 는 혼합층의 연직 속

도 규모를, 는 마찰 속도를, z는 고도를, zi는 행성 경계층의 높이를 나타낸다.

- 구름 모형

적운 대류 모수화 방안의 구름 모형은 구름 바닥부터 구름 꼭대기까지의 구름 공기괴의 열

역학적 특성 (온도, 습도, 구름 물) 및 연직 속도를 결정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정상화 된 질

량 속 (normalized mass flux)를 계산하게 된다. 이를 위해 Kim and Kang (2012)에서는 흡기

-배기하는 공기괴 (entraining-detraining plume) 모형을 도입하였다. 그 수식은 아래와 같다.




   (4)



∅
 ∅

∅∅
 (5)

여기서 는 정상화된 질량 속을 와 는 각각 흡기율과 배기율을 나타낸다. 위의 수식 (1)

에서와는 달리 수식 (5)의 ∅는 보존되는 변수들로 습윤 정 에너지 (moist static energy, h)와

총 물양 (total water, qt)가 될 수 있다. 구름 공기괴의 온도와 습도, 그리고 구름 물의 양은 h

와 qt를 이용하여 결정할 수 있다 (Arakawa and Schubert 1974). 수식 (5)에서 와  는

각각 격자 평균 값과 상승 공기괴 – 구름 공기괴를 나타낸다. ∅
는 보존되는 변수들의 각

층에서의 생성 (source) 혹은 소산 (sink) 항을 나타낸다. 여기서는 qt의 소산항으로 Ogura



- 7 -

and Cho (1973)에서 사용된 아래의 수식을 사용한다. 이는 구름 물리과정을 단순화 한 것이다.


 exp∆ (6)

여기서 는 구름 물의 양을, =0.02 s-2는 변환 계수를, ∆는 층의 두께를, 는 구름 공

기괴의 연직 속도를 나타낸다. 구름 공기괴의 연직 속도는 아래의 수식을 이용하여 결정한다.

이 수식은 Simpson and Wiggert (1969)에서 제안된 이후로 여러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바 있

다 (예. Gregory 2001).









   
  (7)

여기서 a 와 b는 상수로 여기서는 a=1/6, b=2를 사용하였다. 는 구름 공기괴의 부력을

나타내며 아래의 수식과 같이 결정된다.

  




    (8)

여기서 g는 중력 가속도를, Tv는 가온도를 나타낸다. 수식 (7)의 연직 속도 수식에서 기압

섭동에 의한 영향은 우변의 두항의 선형적인 합으로 잠재되어 있다.

Gregory (2001)는 적운의 연직 속도에 대한 수식으로부터 흡기율 모수화를 제안하였다.

 





  (9)

여기서 는 변환 상수로 구름 공기괴의 부력으로 인해 생성되는 운동에너지가 흡기된 공

기로 전이되는 비율을 나타낸다. Gregory (2001)에서는 0.25와 0.6이 각각 심층대류와 천층 대

류에 사용되었다. 위의 식 (9)에서 부력과 연직 속도의 제곱 항은 흡기율에 반대되는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인다. 더 강한 연직 속도를 가진 공기 괴는 더 작은 흡기율을 가질 것이고,

더 큰 부력을 가진 공기괴는 더 큰 흡기율을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흡기율은 부력보

다는 연직 속도항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왜냐하면 연직 속도의 제곱 항이약 O(100)m2/s2정

도의 크기를 가지는데 반해, 부력 항은 약O(10-1)K정도의 크기를 가지기 때문이다. 수식 (9)에

서 연직 속도가 작을 때 흡기율이 강하기 때문에, 흡기율은 연직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구

름 바닥과 구름 꼭대기에서 가장 크게 된다. 이것은 구름 분해 모형을 이용한 연구 (Lin 1999;

Cohen 2000; Swann 2001) 에서 계산된 흡기율의 분포와 일관된다.

수식 (9)를 수식 (7)에 대입하면 아래와 같은 수식이 된다.









   (10)

여기서 는 흡기율을 조정함으로서, 구름 모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Kim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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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g (2012)에서는 이 값을 주변 장의 상대 습도의 함수로 만들어서 적운 모수화 방안이 주

변 장 상대 습도에 대한 민감도록 실제 자연과 가깝게 모의하도록 만들었다. 수식은 아래와

같다.

  


   (11)

여기서 RH는 상대습도를 나타낸다. 수식 (10)에서 가 1/b보다 크면 (이는 RH가 2/3보다

작음을 의미한다), 그 층에서 부력이 양수라 할지라도 구름 공기괴의 연직 속도는 줄어들게 된

다. 부력이 음수일 때는 를 -0.25로 고정하여 구름 공기괴가 재빨리 운동에너지를 잃도록

하였다. RH가 99%보다 클때는 를 10-2로, 10%보다 작을 때에는 를 10으로 고정하였으

며, 흡기율에도 상한선 (10-3m-1)과 하한선(10-5m-1)을 두어 수치적인 불안정을 막도록 하였

다. 수식 (11)은 선행연구들에서 습윤한 대기에서는 적운이 보다 군집을 이루는 것을 보임에

기반하였다 (Grabowski 2003). 적운이 군집을 이루었을때에는 적운 공기괴로 유입되는 공기가

다른 적운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적인 흡기율이 낮아지게 된다. 수식

(11)을 통해 적운이 주변장 상대습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도록 하여, 적운 공기괴가 건조한

층을 통과하기가 어렵게 만들었다.

Kim and Kang (2012)에서 배기율은 물리적인 주장과 선행연구에 기반하여 간단하게 모수

화 되었다. Brethoton and Smolarkiewicz (1989)는 구름 공기괴의 부력이 줄어들면서 배기가

일어난다고 하였다. 또한 구름 분해 모형을 이용한 많은 선행연구들에서는 어떠한 고도 상공

에서 질량속이 선형적으로 감소함을 보였다 (Cohen 2000). 여기서는 질량 속이 최대 부력 층

으로부터 선형적으로 감소하여 구름 꼭대기에서 0에 이른다는 가정을 하였고, 이를 통해 간접

적으로 배기율을 계산한다. 수식은 아래와 같다.

  


 max

≤ ≤  (12)

여기서 zt와 zBmax는 각각 구름 꼭대기와 최대 부력 층의 고도를 나타낸다. Siebesma

(1998)과 De Rooy and Siebesma (2008)에서는 그들의 천층대류 모수화에서 수식 (13)과 같은

방식으로 배기율을 모수화 하였다.

- 구름 바닥 질량 속 결정

질량 속 유형 적운 모수화 방안에서 구름 바닥 질량 속은 전체적인 적운의 강도를 나타낸

다. 많은 적운 모수화 방안에서 구름 바닥 질량 속의 크기는 그 격자에서 계산된 CAPE과 비

례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이는 CAPE이 구름 공기괴가 구름 꼭대기까지 상승하면서 얻게 되

는 에너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준 평형 (quisi-equilibrium) 가정에 기반을 두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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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적운의 역할은 적운 보다 큰 규모의 운동이 만들어내는 불안정성을 제거하는 것이다.

Arakawa and Schubert (1974)에서 제안한 적운 모수화 방안에서는 적운이 이 불안정성을 즉

시 제거하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이는 Moorthi and Suarez (1992)에 의해 수정되었고, 현재 많

은 적운 모수화 방안에서는 불안정성의 제거가 어떤 일정한 시간 규모를 가지고 일어나도록

되어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구름 바닥 질량 속을 구하는 것은 심층 대류활동의 크기를 나

타내는데 적합해 보인다. 하지만 적운의 크기가 작은 천층대류를 나타낼 때에는 적운활동의

강도가 대기 전체가 지닌 불안정성 보다는 구름 공기괴의 근원이 되는 행성 경계층의 난류 활

동과 더 밀접한 관련을 지닐 것으로 생각된다. Neggers et al. (2004)에서는 천층 대류의 일변

화를 모의함에 있어서 세 가지 다른 방식의 구름 바닥 질량 속 결정 방식을 비교하였는데, 그

들의 결과에서는 행성 경계층의 연직 속도 규모를 이용한 방식이 습윤 정 에너지 수렴과

CAPE을 이용한 방법과 비교 했을때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내었다. Kim and Kang (2012)에

서는 CAPE을 이용한 방법과 행성 경계층 연직속도 규모를 이용한 방법을 통합한 방법을 사

용한다.

행성 경계층의 연직 속도 규모를 이용한 방법을 이용하기 위해 먼저 행성 경계층의 연직

규모 속도 규모를 아래의 수식을 이용하여 구한다.

 







′′ 








 (13)

여기서 h 는 행성 경계층의 높이, ′′는 지면으로부터의 현열 속, 
는 지면의 가 잠재

온도를 나타낸다. 이를 이용하여 천층 대류에 적합한 구름 바닥 질량 속을 아래의 수식을 이

용하여 구한다. 이는 Grant (2001)에서 사용된 방법이다.

   ×  (14)

한편 CAPE은 아래의 수식과 같이 구름 공기괴의 부력을 구름 바닥부터 구름 꼭대기까지

적분하여 구한다.

CAPE 


  (15)

식 (15)를 이용하여 구한 CAPE을 통해 심층대류에 적합한 구름 바닥 질량 속을 아래의 식

(16)을 이용하여 얻는다.

 













 


(16)

여기서 s는 건조 정 에너지, 는 대류 조절 시간 규모이며, 는 구름 공기괴가 구름 바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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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구름 꼭대기까지 이동하는 시간에 비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통합 구름 바닥 질량 속은 식 (14)와 식 (16)에서 얻어진 값들과 아래의 식을 이용해 구할

수 있다.

  

 (17)

여기서 D는 구름의 깊이를, D1은 구름 바닥과 최소 MSE 층까지의 거리를, D2는 최소

MSE 층부터 구름 꼭대기까지의 거리를 나타낸다. 만약D2가 0보다 작은 경우, D2=0,D=D1이

된다. 따라서 Kim and Kang (2012)에서는 구름의 꼭대기가 대기의 최소 MSE 층보다 낮을

경우에는 천층대류만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며, 최소 MSE 층 보다 높을 경우 심층대류에 의한

값이 구름 꼭대기의 높이에 비례하여 구름 바닥 질량 속에 포함되게 된다. 식 (17)을 통해 계

산된 구름 바닥 질량 속과 정상화된 질량 속을 이용하여 구름 층에서의 질량 속은 다음과 같

이 계산된다.

   (18)

- 격자 평균 온도와 습도에 미치는 영향

위의 계산을 통해 얻어진 값을 이용하여, 아래의 수식을 통해 격자평균 온도와 습도에 미치

는 영향을 계산한다.




 





     (19)




 





     (20)

여기서  는 하강 구름괴 (downdraft)의 값을 나타내며, 하강 구름괴는 Numaguti et al.

(1995)에서과 같이 모수화 되었다.

- GAIA 모형의 적운모수화 방안과 Kim and Kang (2012)과의 차이점

Kim and Kang (2012) 모수화 방안이 적용된 GAIA 모형에서, 모형의 계통적 오차를 감소

시키기 위해 물리모수화 방안이 좀더 정교하게 수정되었다. 주요 수정된 내용은 다름과 같다.

a. 격자 당 Plume 개수 증가

모형 안에서 구름 꼭대기의 변화를 더 잘 나타내기 위하여 격자 당 Plume의 개수가 원래

방법의 1개에서 2개로 증가되었다. 두 번째 Plume은 첫 번째 Plume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

나, 식 (11)에 0.5를 곱하여 더 작은 흡기율을 가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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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육지에서의 흡기율

모형 실험을 통해, 육지에서의 적운 활동이 관측에 비해 과소 모의되고 있음을 발견하였으

며, 그 원인 중 하나는 육지 행성 경계층에서의 난류의 크기가 바다의 그것에 비해 더 큰 것

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었다. 행성 경계층에서 구름 괴를 구성하는 난류의 크기

가 커지면 그에 따라 흡기율은 줄어들게 된다. 이를 고려하기 위해 육지에서는 식 (11)에 0.5

를 곱하여 흡기율을 더 작게 하였다.

c. 격자 평균 구름 변수들에 미치는 영향

GAIA모형은 GFDL의 CM2.1 모형을 기반으로 제작되었다. CM2.1의 구름 모수화 방안은

Kim and Kang (2012) 가 처음 적용되었던 모형인 서울대학교 대기대순환 모형의 구름 모수

화 방안과는 달리 몇 개의 격자 규모 구름 변수들이 예단변수이다. 때문에 식 (20)과 같은 형

태로 구름 물, 구름 얼음, 그리고 구름 비율에 대한 식이 추가 되었다.

d. 구름 물/얼음양 진단

Kim and Kang (2012)에서는 적운 모수화 방안 내에서 오직 구름 물만을 다루었지만

GAIA에 탑재된 적운 모수화 방안에서는 아래의 수식을 이용하여 총 구름 물중 구름 물의 양

을 진단하고 이를 이용하여 총 구름 물을 구름 물과 얼음으로 나누었다.

  


(21)

2.1.2 대기 물리모수화 과정 추가 및 민감도 실험
1-2 단계 연구를 통해 GAIA 모형에 대한 다양한 민감도 실험 등을 통해 더욱 뛰어난 모형

을 얻고자 노력하였지만 몇몇 모형의 특징적인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고 있었다. 이 부분을 해

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GAIA 모형에 기존에 도입되어있던 Kim and Kang (2012)에서 제

시된 적운 대류 모수화 방안 외에 추가로 Park and Bretherton (2009)에서 제시되고 CESM

1.2.2 모형에 포함되어있는 얕은 적우 대류 모수화 방안을 결합하여 얕은 대류 적운에 대해서

는 Park and Bretherton (2009)에서 제시된 방안이, 깊은 경계층에 대해서는 기존의 Kim and

Kang (2012)에서 제시된 방안이 모의하도록 변경하였다. 이에 더해 보다 정확하고 상세한 예

보를 위한 모형 내 다양성의 확보 차원에서 행성 경계층 모수화 방안으로 기존에 사용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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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k et al. (2000) 외에 추가로 Bretherton and Park (2009)에서 제시되고 CESM 1.2.2 모형에

포함되어있는 경계층 모수화 방안을 추가하였다.

GAIA 모형에 Bretherton and Park (2009)의 경계층 모수화 방안을 추가함에 따라 성능 향

상을 이루기 위한 민감도 실험을 수행하였다. Figure 2.1.2는 ENT 변화에 따른 표면온도와 강

수량의 차이를 보여준다. ENT 값이 커짐에 따라 표면 온도가 낮아지는 결과를 보여준다. 또

한 위치에너지 형태로 전환되어 해소되지 못한 불안정성에 의해 강수량이 증가하는 결과 또한

나타난다.

Fig. 2.1.2. Climatological mean 2m temperature (a) in the experiment of high ENT

value case, (c) in the experiment of low ENT value case, and (e) the difference

of the two experiment (a - c). (b),(d),(f) are same as (a), (c), and (e), but for

precip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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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3. Climatological mean 2m temperature (a) in the experiment of high

Lndovocn value case, (c) in the experiment of low Lndovocn value case, and (e)

the difference of the two experiment (a - c). (b),(d),(f) are same as (a), (c), and

(e), but for precipitation.

Figure 2.1.3은 육지와 해양의 흡기율의 비율에 따른 실험 결과를 보여준다. 육지와 해양의

흡기율 차이가 커지면 (Lndovocn값이 작아지게 되면), 육지의 강수량이 증가하고, 적도태평양

의 동서방향 표면 온도 기울기가 더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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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4. Climatological mean 2m temperature (a) in the experiment of high

numplum value case (double plum), (c) in the experiment of low numplum value

case (single plum), and (e) the difference of the two experiment (a - c).

(b),(d),(f) are same as (a), (c), and (e), but for precipitation.

Figure 2.1.4는 깊은 대류의 수를 변화시켰을때의 결과이다. 표 1에서 설명했듯 깊은 대류의

수가 증가하면 대기의 연직불안정이 효율적으로 해소되게 되고, 이에 따라 강수량이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특히 깊은 대류에 의한 비가 많이 내리는 서태평양 웜풀 지역에서의 강수량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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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5. Climatological mean high cloud amount (a) in the experiment of high

const_e value case, (c) in the experiment of low const_e value case, and (e) the

difference of the two experiment (a - c). (b),(d),(f) are same as (a), (c), and (e),

but for precipitation.

Figure 2.1.5는 깊은 대류 발생조건에 영향을 주는 const_e값의 변화에 따른 상층운의 량과

강수량의 차이를 보여준다. const_e 값이 증가하면 깊은대류의 발생이 상대적으로 억제되며,

그 결과 깊은 대류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서태평양의 상층운이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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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6. Climatological mean high cloud amount (a) in the experiment of high Rkm

value case, (c) in the experiment of low Rkm value case, and (e) the difference

of the two experiment (a - c). (b),(d),(f) are same as (a), (c), and (e), but for

precipitation.

Figure 2.1.6은 얕은 대류의 흡기율을 결정하는 Rkm값의 변화에 따른 표면온도장과 강수량

의 차이를 보여준다. Rkm값이 증가하면 상대적으로 보다 얇은 하층운이 다량으로 발생하게

되고, 이들 하층운이 단파복사를 효율적으로 흡수함에 따라 표면 온도가 감소하게 되며, 하층

운에 의한 강수 또한 감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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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7. Climatological mean high cloud amount (a) in the experiment of high Criqc

value case, (c) in the experiment of low Criqc value case, and (e) the difference

of the two experiment (a - c). (b),(d),(f) are same as (a), (c), and (e), but for

precipitation.

Figure 2.1.7은 구름, 그중에서 하층운이 포함 할 수 있는 비 기체상 물의 양을 결정지어주

는 Criqc 값의 변화에 따른 표면 온도와 강수량의 변화이다. Criqc 값이 증가하게 되면 보다

많은 비 기체상의 물이 대기중에 잔류할 수 있게 되고, 이는 구름의 수명을 증가시킨다. 따라

서 구름은 보다 오래 떠있게 되고 그 결과 복사가 차단되어 표층온도가 낮아진다. 또한, 강수

로 전환되는 물방울의 양이 감소하기 때문에 강수량도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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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8. Climatological mean high cloud amount (a) in the experiment of high

N_land value case, (c) in the experiment of low N_land value case, and (e) the

difference of the two experiment (a - c). (b),(d),(f) are same as (a), (c), and (e),

but for precipitation.

Figure 2.1.8은 N_land값에 따른 표면 온도와 강수량의 차이를 보여준다. N_land가 증가하

게 되면, 육지 위 구름 입자수가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각각의 구름 입자 크기는 감소한

다. 따라서 coagulation이나 collision등 구름입자를 강수로 변환시키는 반응이 둔화되게 되고,

결과적으로 구름이 보다 오래 살아남게 된다. 이러한 구름들은 지표면으로 향하는 복사를 차

단하기 때문에 표면온도는 감소하게 되며, 육지 위의 구름들이 만드는 강수도 감소하기 때문

에 육지 위의 강수량 또한 감소한다 (e.g. 아프리카, 중국, 남아메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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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9. Climatological mean high cloud amount (a) in the experiment of high

N_ocean value case, (c) in the experiment of low N_ocean value case, and (e) the

difference of the two experiment (a - c). (b),(d),(f) are same as (a), (c), and (e),

but for precipitation.

Figure 2.1.9는 해양 위 구름 입자수를 결정하는 N_ocean 값에 따른 표면온도와 강수량을

나타낸다. Figure 2.1.8과 같은 이유로 해양의 표면 온도는 낮아지며, 해양의 에너지 균형이 깨

진 결과 해양 뿐 아니라 육지의 표면온도도 큰 폭으로 낮아지게 된다. Figure 2.1.8에서 설명

한 같은 이유로 인해서 해양 위의 다우지역에서는 강수가 감소하는 모습 또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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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10. Climatological mean high cloud amount (a) in the experiment of high

Qthalf value case, (c) in the experiment of low Qthalf value case, and (e) the

difference of the two experiment (a - c). (b),(d),(f) are same as (a), (c), and (e),

but for precipitation.

Figure 2.1.10은 미세 물리 과정에서 각각의 격자 안의 준격자 규모에서 물의 양이 존재할

수 있는 범위를 결정해주는 Qthalf의 값의 변화에 따른 표면온도와 강수량의 변화를 보여준다.

Qthalf 값이 커진 경우 하층운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7%), 상층운은 적도 부근 남태평양과

멕시코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적도 부근 남태평양의 강수량이

크게 증가하는 반면, 웜풀 지역의 강수량은 크게 감소하고 전구 표면 온도 또한 크게 감소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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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11. Climatological mean high cloud amount (a) in the experiment of high

Beta_P value case, (c) in the experiment of low Beta_P value case, and (e) the

difference of the two experiment (a - c). (b),(d),(f) are same as (a), (c), and (e),

but for precipitation.

Figure 2.1.11은 베타 분포 함수에서 운량과 구름 내 수적의 양을 결정지어주는 Beta_P 변

수에 따른 표면온도와 강수량의 차이를 보여준다. Beta_P 값이 증가하면 하층운은 크게 감소

하고 상층운은 조금 증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보다 많은 복사가 지표면을 가열하게 되고 그

결과 표면 온도가 증가하게 된다.

2.1.3 해양 생지화학 과정 추가 및 민감도 실험
본 연구에서는 1-2단계 연구를 통해 TOPAZ (Tracers of Phytoplankton with Allomet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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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plankton, Dunne et al., 2010) 모형과 BLING (Biogeochemistry with Light Iron Nutrients

and Gasses, Galbraith et al., 2010) 모형을 GAIA 모형에 결합하여 기후 민감도를 비교 분석

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TOPAZ 모형을 KIOST 지구시스템 모형에 적용하였다.

TOPAZ 모형은 3종류의 식물성 플랑크톤을 포함한 25개의 tracers들을 고려하여 해양에서

의 탄소순환과 해양생태와의 상호작용을 모의하고 있으며, 이때 모델 내의 식물성 플랑크톤의

크기에 따라 서로 다른 매개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각각의 플랑크톤의 성장률은 Chlorophyll

과 유기 Carbon의 비에 대한 광합성률의 관계식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 광량과 영양염

의 량, 그리고 온도에 의해 결정된다.

Figure 2.1.12 TOPAZ 생지화학과정 모식도

식물성 플랑크톤의 성장률의 관계식은 다음의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여기서 빛이 최대일때의 광합성률


은 아래의 식과 같이 표현된다.

ζ 는 0.1로 주어진 cost of biosynthesis를 나타내고, I는 radiance, α는 빛 세기에 대한 플랑

크톤 성장률의 회기값, k는 Eppley temperature coefficient (0.063K-1), K는 half-saturation

constant 그리고 T는 절대 온도이다. 결국 위의 식은 식물성 플랑크톤 성장률은 온도, 영양염,

그리고 빛의 함수로 표현된다는 것이다.

해양에서 식물성 플랑크톤의 소멸과정 (동물성 플랑크톤에 의한 피식 또는 자체 소멸)을 나

타내는 grazing rate는 다음의 식으로 표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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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P는 concentration of phytoplankton, λ 는 grazing rate (0.19 eKT/86,400s), P*는

scale concentration for grazing (1.9 mmolC/m3), 그리고 a 는 grazing parameter 이다

(Dunne et al. 2010).

위에서 정의된 플랑크톤 성장률에 organic nutrient를 곱하면 식물성 플랑크톤에 의해 소비

된 영양염 변화량을 계산하게 되고, 여기에 grazing rate를 빼주면 총 영양염의 source와 sink

를 표현하게 된다. 결국 최종 식은

로 표현이 되며, Jprod는 식물성 플랑크톤에의해 생산되는 영양염의 양 (즉, μ × nutrient),

Jprod 는 소비된 영양염, 그리고 Jgraz는 grazing 되는 양이다. 각각의 식물성 플랑크톤 그룹

에 따라 제한하는 영양염이 다르고 여러 가지 매개변수들이 다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세 개의

식으로 식물성 플랑크톤이 표현이 된다.

최종적으로 식물성 플랑크톤의 양을 나타내는 chlorophyll은 진단적으로 결정이 되는데 위

의 식을 치환을 하면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식물성 플랑크톤에 대한 chlorophyll 양을 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주요 변수인 chlorophyll은 위의 세 식으로부터 유도되어 아래와 같

이 정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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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해양 탄소 순환 모델링 사전 연구

대기-해양 간 탄소 교환은 대표적인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및 탄소의 순환을 모의하는데

있어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현재 GAIA 모델에서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결정한 후에 해양의 생지화학 모델의 결과로서 도출된 해양 이산

화탄소 농도와의 비교로 대기-해양 간 탄소 교환이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 있다. 생지화학 모

델인 TOPAZ에서는 육상에서 강을 통하여 유입되는 탄소, dissolved organic matter의 순환,

입자 침적, 석회질로서의 응고 등을 계산하며, pH에 따라 dissolved inorganic carbon의 구성

비가 도출되고 해양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결정되게 된다. 반면 대기에서는 이산화탄소 농도

로부터 계산할 수 있는 분압(pCO2)을 보정하는 계산이 수행되는데, 이는 이상기체가 아닌 실

재기체이므로 fugacity(비이상성이 보정된 압력)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이다.

   ∙exp   ∙




       

이렇게 분압이 계산되면 Henry's Law에 따라 해양 표면에서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결정되

게 되고, 대기-해양간 탄소 교환양은 아래 수식으로서 결정되게 된다.

   ∙ 

            

앞서 살펴본 TOPAZ 모형의 경우 총 19개의 예단변수를 사용하기에 계산량이 많아 모형을

적분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존재하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BLING 모형의 경

우 4개의 예단변수만을 적분하여 생지화학 과정을 모의함으로, TOPAZ에 비해 더 좋은 계산

성능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두 모형이 접합된 모형을 각각 장기분석한 결과를 비

교, 분석함으로써 지구 시스템 모형을 위한 최적화된 생지화학 과정을 찾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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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13 BLING의 모식도

해양 생지화학 모형, 그중에서도 우선적으로 접합된 TOPAZ 모형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하

여 해양모델에 실제 바람자료를 경계조건으로 이용한 hindcast 타입의 실험과 기후 모형을

이용한 freerun 타입의 실험 두가지를 고안하여 수행하였다.

hindcast 타입의 실험의 경우 50년의 spin-up 이후 National Centers for Environmentla

Prediction/the National Center for Atmospheric Research (NCEP/NCAR)에서 제공하는 1951

년부터 2010까지의 6시간 간격 바람자료를 경계조건으로 사용하였으며, 열속, 비습등 다른 경

계조건은 Common Ocean-Ice Reference Experiment (CORE) forcing data의 기후값을 이용하

였다.

freerun 타입의 실험의 경우 기후 모형을 이용하였으며 300년 이상의 spin-up 이후 300년

을 적분하였고, 이중 마지막 250년 결과를 분석하였다.

- hindcast 타입 실험을 통한 성능 검증

hindcast 타입의 실험 결과를 평균장과 변동성 측면에서 관측과 비교를 해보았다. Figure

73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모형에서 모의하는 chlorophyll의 평균장 분포는 전반적으로 관측과

매우 유사하게 나타난다. 특히 동태평양과 30도 이상의 중위도 지역에서 나타나는 높은 농도

의 chlorophyll과 서태평양 및 아열대 지역에서의 낮은 chlorophyll 농도 또한 잘 모의함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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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TOPAZ 모형이 관측의 특성을 잘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육지로부터 흘러들어오

는 영양염의 영향으로 인해 관측에서는 해안가를 따라 chlorophyll의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

는데, 이 역시 모형에서 잘 모의되고 있다. 하지만 chlorophyll 농도의 값 자체는 차이를 보이

는데, 모형에서 모의된 chlorophyll 농도가 적도를 따라 더 좁은 영역에서 보다 높은 값을 보

이는 반면, 실제 관측에서는 좀 더 남북으로 퍼져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적도지역의 높은

chlorophyll농도는 주로 적도 용승에 의한 영양염 공급에 의해 이루워 진다고 알려져 있는데,

모형과 관측의 이러한 유사한 결과는 물리과정에 대한 생지화학 모형의 반응이 어느정도 실제

적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Chavez et al., 1999; Yoder and Kennelly, 2003).

계절 변동을 제외한 chlorophyll의 변동성을 살펴보면 관측과 모형 모두 적도 동태평양에서

가장 강한 변동성을 보인다. 북태평양 역시 다소 강한 변동성을 보이는데, 모형에서는 관측에

비해 강도는 약하지만 subtropics에 비해서는 관측과 마찬가지로 강하게 나타난다. 평균장과

마찬가지로 변동성에서 또한 관측과 모형의 규모 차이는 존재한다. 즉 관측에서 나타나는 변

동성의 크기가 모형보다 더 작게 나타난다. 관측에서 나타나는 적도태평양의 변동성의 크기는

작은 대신 서태평양의 변동성은 크게 나타나는데 반해, 모형에서는 적도태평양에서의 변동성

이 관측보다 더 크게 나오는 대신 서태평양에서의 변동성은 관측보다 더 작게 나타난다. 적도

태평양의 변동성의 가장 큰 원인이 ENSO임을 감안해 볼 때에 관측과 모형에서 나타나는

ENSO에 의한 chlorophyll 반응 특징이 잘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Figure 2.1.14 Mean of (a) observed and (b) simulated chlorophyll concentration.

Panels (c) and (d) are the standard deviation of the observed and modeled

chlorophyll concentration,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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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계절 변화를 제외한 경년 변동에 대한 모의성능을 비교해보았다. Figure 2.1.15는

계절 주기를 제거한 관측과 모형에서의 적도 태평양 chlorophyll 변화를 NINO3, NINO3.4,

NINO4 영역 평균을 하여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든 관측에서 나타나는 El nino/La

nina 시기의 chlorophyll 농도의 변화가 모형에서 또한 상당히 잘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97/98 El nino와 같이 매우 강한 El nino 때에도 그 크기와 시기가 모형에서 잘 재현되는

것을 볼 수 있다. Figure 2.1.15에서 살펴본 세 지역 모두 관측과 모형의 상관관계가 99% 유의

수준 이상으로 높게 나왔으며, 이런 결과는 엘니뇨에 대한 해양 생태의 반응을 TOPAZ가 매

우 잘 모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ure 2.1.15 Chlorophyll anomalies in the model (black) and

observation (green) averaged in (a) NINO3, (b) NINO3.4,

and (c) NINO4 regions.

관측과 모형에서 나타나는 공간적인 식물성 플랑크톤의 변동성 비교를 위해 경험 직교 함

수 분석 (Empirical orthogonal function: EOF)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이 적도 지역 기

후 변동성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식물성 플랑크톤의 변동성이 과도하게 나타나는 연안지

역은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또한 위성 관측 자료 특성 상 구름에 의한 결측이 있기에, 결측이

분석 전체 기간의 80%인 격자점은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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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16a와 2.1.16c는 위성관측 해양 chlorophyll 농도의 첫 번째와 두 번째 모드이며,

figure 2.1.16b와 2.1.16d는 모형에서 나타나는 chlorophyll 농도의 첫 번째, 두 번째 모드이다.

관측과 모형 모두 첫 번째 모드는 적도 태평양 전반적으로 음의 편차를 보이며, 두 번째 모드

는 적도를 따라 양의 편차가 좁은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런 패턴은 강한 El nino가 나타

났던 97/98을 제외하고 분석하더라도 같은 형태를 보였는데, 이는 두 패턴이 하나의 강한 이벤

트에 좌우되는 패턴이 아닌 실제로 의미를 지닌 패턴임을 나타내준다. 같은 분석을 계절별로

수행하고, 그 결과를 살펴보면 식물성 플랑크톤 농도의 첫 번째 모드는 겨울철의 주요 변동성

과 관련이 있으며, 두 번째 모드는 여름철의 주요 변동성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적도

태평양에서의 chlorophyll 농도의 변동은 El nino/La nina와 관련성이 깊었기 때문에 이 두 모

드는 ENSO의 서로 다른 위상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Figure 2.1.16 Eigenvectors of chlorophyll concentration in the tropical

Pacific. (a) and (b) are the first EOF modes in the observation and

model, respectively. (c) and (d) are the second EOF modes in the

observation and model, respectively.

El nino/La nina가 적도 태평양의 chlorophyll 변동에 주된 영향을 주는 인자로 알려져 있기

에 이와 관련된 물리, 해양 생태 변수의 모의 성능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El nino와 연관된

지연 상관 패턴을 관측과 모형에서 비교해보았다. EOF 분석을 통해 나온 첫 번째 주성분 시

계열 자료를 기준으로 lag = 0, 6, 12 month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들은 각각 El

nino 최성기 후 0, 6, 12개월을 말한다.) 이때 관측과 모형 모두 El nino가 쇠퇴하면서

chlorophyll의 패턴이 첫 번째 모드에서 두 번째 모드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Figure

2.1.17). 기존 연구 결과에 따르면 El nino 최성기에는 연직 유속이 서풍 편차와 연관되어 하강

류가 나타나지만, 점차 El nino가 약화되면서 동태평양에서부터 anormalous한 상승류가 나타

나게 된다. 따라서 El nino 최성기에 chlorophyll 농도가 낮은 것, 즉 식물성 플랑크 톤이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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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는 것은 anormalous한 하강류에 의해 영양염 공급 감소와 관련이 깊다 (Park et al., 2014).

반대로 El nino 쇠퇴기에는 영양염의 공급량이 증가함에 따라 식물성 플랑크톤이 증가한다고

생각 할 수 있다. 동서방향 이류 편차가 큰 적도지역에서는 이류의 역할 또한 생각 할 수 있

는데, 실제로 El nino 쇠퇴기의 해수면 온도는 평소보다 약간 높게 나타나며, 식물성 플랑크톤

또한 평균값보다 높은 값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적도를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해류에 의해 동

쪽의 식물성 플랑크톤이 풍부한 해수가 서쪽으로 이류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관측과

모형에서 El nino가 쇠퇴하는 시간이 다른 이유는 최근 10여년간의 El nino 주기가 더 짧아졌

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종합해 볼 때에 관측과 모형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들은 모형의 성

능이 매우 우수함을 보여주며, 이를 통해 볼 때에 향후 물리- 해양 생지화학 과정에 대한 연

구를 수행하는데 본 모형이 적합함을 보여준다.

  Figure 2.1.17 Lagged regressions of (a-c) chlorophyll and (d-f) SST against Nino3.4
index derived from observational data. (g-i) and (j-l) are same as (a-c) and (d-f)

except using model data. Lag is in months. The areas exceeding the 95%

confidence level are dotted.

- freerun 타입 실험을 통한 성능검증

freerun 타입 실험의 결과를 관측값 및 이전에 수행되었던 해양모형을 이용한 실험 결과들

과 평균장과 변동성 측면에서 비교해보았다.

Figure 2.1.18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모형에서 모의하는 chlorophyll의 평균장 분포는 관측값

에 비해 살짝 높긴 하나 전반적으로 관측과 매우 유사하게 나타난다. 특히 동태평양과 30도

이상의 중위도 지역에서 나타나는 높은 chlorophyll과 서태평양과 아열대 지역에서의 낮은

chlorophyll 농도는 모형이 관측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전에 수행하였던

MOM4p1에서 모의된 결과와 비교해 볼 때에, MOM4p1에서 모의된 결과에 비해 위도 방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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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다 좁은 영역에서 높은 chlorophyll 농도를 모의하고 있다. 또한 육지로부터 흘러들어오

는 영양염의 영향으로 인해 관측에서 chlorophyll의 농도가 해안가에 매우 높게 나타나는데 이

또한 모형에서 잘 모의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적도 지역에서 높은 chlorophyll양은 주로 적도

용승에 의한 영양염 공급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알려져 있는데 모형과 관측의 이러한 유사한

결과는 물리과정에 대한 생지화학 모형의 반응이 어느 정도 실제적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Chavez et al., 1999; Yoder and Kennelly, 2003).

계절 변동을 제외한 chlorophyll의 변동성을 살펴보면 관측과 모형 모두 적도 동태평양지역

에서 가장 강한 변동성을 보인다. 평균장과 마찬가지로 변동성에서도 모형에서의 값이 관측값

보다 더 크게 나타나지만, 이전에 수행되었던 MOM4p1에서 모의된 값보다는 더 관측에 가까

운 값을 서태평양에서 모의하고 있다. 전체적인 변동성의 분포 또한 GAIA 모형에서 모의된

결과가 MOM4p1에서 모의된 결과보다 더 관측에 가깝게 나온다.

Figure 2.1.18 (a) Mean and (b) standard deviation of chlorophyll concentration from the observations.

(c), (d) and (e), (f) are same as (a), (b) from the fully-coupled model experiment and

ocean-only model experiment,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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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19 Lagged regressions of observed (a)-(c) chlorophyll concentration and (d)-(f) SST 
against the first leading principle component of tropical chlorophyll. (g)-(i) and (j)-(l) are same 
as (a)-(c) and (d)-(f) except using data from fully-coupled experiment. Lag is in months. The 
stippled area denotes the 95% confidence region.

Figure 2.1.19에서 볼 수 있듯 GAIA 모형 결과는 관측 결과를 제법 잘 모의하고 있다. 다

만 모의된 chlorophyll anomaly는 관측에 비해 좁은 띠 형태로 적도를 따라 발달해 있다. 이전

에 MOM4p1으로 수행되었던 결과와 비교해 볼 때에 GAIA1.1 모형의 결과는 조금 더 안 좋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chlorophyll의 유무가 해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적도태평양의 연직

chlorophyll 농도와 태양광 흡수량, SST, 그리고 수온약층의 깊이를 figure79와 figure 80에서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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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20 (a) Vertical profile of chlorophyll and (b) shortwave heating in the equatorial

Pacific (150°W―90°W; 5°S―5°N). The shortwave heating in (b) is presented as the

difference from CHL.0

Figure 2.1.21 (a) Mean equatorial SST (averaged along the equator 5°S―5°N) from the (a)

fully-coupled experiments and the (b) ocean-only experiments. (c), (d) are mean

thermocline depth averaged in NINO3 region (150°W―90°W; 5°S―5°N) from the

coupled and ocean-only model experiments, respectively.

위 그림들에서 CHL.0는 chlorophyll이 존재하지 않는 투명한 바다를 가정한 실험이며,

CHL.on은 TOPAZ에서 동적으로 chlorophyll 농도를 모의하는 실험이고 마지막으로 CHL.clim

은 CHL.on에서 구해진 시간 평균 chlorophyll 농도로 chlorophyll 농도가 고정된 실험이다.

chlorophyll은 광합성을 위해 태양광을 흡수하기 때문에 해양 상층에서 태양광을 보다 많이 흡

수하고, 그 결과 아래쪽에서 단파복사의 흡수량이 줄어들어 들게 된다. 이러한 경향은 CHL.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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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CHL.clim이 유사하게 나온다. 적도태평양 평균 SST를 살펴보면 CHL.on 실험과 CHL.clim

실험의 SST는 큰 차이가 없이 나타나며, 이 두 실험 모두 CHL.0 실험보다 낮은 SST를 보인

다. 또한 SST의 차이는 서태평양보다 동태평양에서 크게 나타나며 대기를 고정한 MOM4p1

실험 결과보다 GAIA 모형 실험 결과에서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다. 수온약층의 깊이를 살펴

보면 SST와 마찬가지로 CHL.on 실험과 CHL.clim 실험의 차이는 매우 작게 나타난다. 또한

CHL.on 실험에서의 수온약층의 깊이는 CHL.0보다 얕게 나타나며 MOM4p1 실험보다 GAIA

모형 실험에서 더 얕게 나타난다. 이토록 chlorophyll이 있는 경우 SST가 더 낮게 나타나는

원인은 chlorophyll에 의해 태양열이 상층에서 보다 많이 흡수되어 해양의 성층구조를 강화시

키고, 이로 인해 혼합층의 두께를 얕게 만든다. 얕아진 혼합층 두께로 인해 적도지역의 용승이

보다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고, 이로 인해 적도 태평양지역의 SST가 낮아지게 된다. MOM4p1

실험보다 GAIA 모형 실험에서 chlorophyll 유무에 따라 적도 태평양 지역의 SST 변화가 큰

이유는 바로 대기와의 상호작용 때문이다. chlorophyll에 의해 적도 태평양 지역의 SST가 낮

아지게 되면 무역풍이 강해지고 이 무역풍에 의한 에크만수송에 의해 용승이 더 활발하게 일

어나게 된다.

Figure 2.1.22 Mean difference of SST between CHL.on and CHL.0 from the

(a) fully-coupled experiment and the (b) ocean-only experiment

Figure 2.1.22는 GAIA 모형과 MOM4p1에서 chlorophyll이 열대지역 SST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GAIA 모형에서는 chlorophyll이 모든 열대지역의 SST를 낮추는데 반해 MOM4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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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동태평양의 SST만을 낮춰준다. MOM4p1실험 결과와 달리 GAIA1.1 실험 결과에서 모

든 열대지역 SST가 낮아지는 이유는 바로 해양 대기 상효작용에 있다. Bretherton and Sobel,

2003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수분과 관련된 대기의 heating이나 cooling은 열대지역에서는 빠르

게 전파되어 수평온도경도를 유지할 수 없도록 한다. GAIA 모형 실험의 경우 초기에 동태평

양의 SST가 감소한 결과 해양에서 대기로 전달되는 현열과 잠열의 양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대기의 온도가 낮아지게 된다. 이렇게 낮아진 대기의 온도는 빠르게 열대 전 지역으로 퍼져나

가 인도양과 대서양의 SST를 낮추는 역할을 해준다.

- 해양 생지화학 모델 적용에 따른 민감도 실험

본 연구에서는 GAIA 모형에 결합되어있는 TOPAZ와 BLING 모형의 기후 민감도를 분석

하였다. 각각의 모형이 대기 모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표면 온도와 강수량, 표면

바람장, 하층운량을 비교해 보았으며 해양모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SST와 혼합층

깊이를 살펴보았다. 추가적으로 해양 생지화학 모형에 따라 전체 모형이 모의하고 있는 기후

변동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전구 표면온도와 강수량을 회귀분석한 결과 또한

상호 비교하였다.

Figure 2.1.23에서 TOPAZ와 BLING 모형으로부터 모의된 결과를 비교하였다. 위패널은

World Ocean Atlas(NODC)의 기후평균 관측 자료이다. 남북반구의 고위도 지역에서 고농도의

인산염이 관측되며 저위도에서 저농도의 인산염이 관측된다. 적도태평양을 따라 다소 높은 인

산염이 나타나며 특히 적도 동태평양에서 인산염의 농도가 서태평양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TOPAZ와 BLING 두 모형 모두 고위도 지역에서 인산염의 농도가 저평가된 경향이 있다. 그

러나 전반적으로 TOPAZ는 고위도 지역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인산염의 농도가 고평가된

경향을 뚜렷 보이지만 BLING은 TOPAZ에 비해 기후평균적으로 관측에 가까운 분포를 나타

낸다. 일반적으로 전지구적인 영양염 분포 및 클로로필 농도에서 BLING 이 다소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Figure 2.2.24는 BLING 모형이 결합된 지구 시스템 모형과 TOPAZ 모형이 결합된 지구 시

스템 모형에서의 기후 평균된 표면온도와 강수량, 그리고 두 모형사이에서의 차이를 나타낸

그림이다. 두 모형이 모의하고 있는 표면온도와 강수량의 평균장은 큰 차이가 없으나, TOPAZ

모형에 비해 BLING 모형이 보다 따뜻한 북극을 모의하고 있다. 알류산 열도 이동의 북동태평

양과 북대서양, 그리고 남빙양에서는 TOPAZ 모형이 BLING 모형에 비해 따뜻하게 모의하고

있다. 강수량의 경우 두 모형 모두 double-ITCZ가 매우 강하게 모의되는 문제를 공통적으로

보이며 TOPAZ 모형보다 BLING 모형에서 보다 강수가 적도 근처로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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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2.1.23 Climatological mean phosphate (kg/mol) in (a) winter

(December-January-February) and (b) summer (June-July-August). Upper pannel shows

the observation (NODC World Ocean Atlas; upper pannel) while middle and bottom

pannels show the differences of TOPAZ simulation and BLING simulation from the

obser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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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24 Climatological mean 2m temperature (℃) (a) in the GCM simulation

with BLING, (c) in the GCM simulation with TOPAZ, and (e) the difference of

two simulations (a - c). (b),(d), and (e) are same as (a), (c), and (e), but for

precipitation (mm day-1).

Figure 2.1.25는 Figure 2.1.24와 마찬가지로 두 모형에서의 기후 평균된 표면 바람과 하층

운을 나타낸 그림이다. 두 모형 모두 무역풍과 편서풍을 비롯한 전체적인 대기의 순환을 잘

모의하고 있다. 두 모형을 좀더 상세히 비교해보면 TOPAZ 모형보다 BLING 모형에서 바람의

적도로의 수렴이 태평양에서 더 강하게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층운의 경우 TOPAZ 모

형보다 BLING 모형에서 하층운이 보다 많으며 특히 북동태평양과 적도 태평양에서 그 차이

가 크다. 위의 figure 38에서 살펴본 결과와 합쳐 생각해 볼 때에, BLING 모형에서 나타나는

태평양에서의 보다 강한 적도방향의 수렴은 적도 태평양에서 보다 강한 연직 상승을 일으키

고, 그 결과 적도태평양에서 보다 강한 강수를 일으킨다. 적도 태평양 주변지역에서는 수증기

를 상대적으로 적도로 내주었기 때문에 강수량이 감소하게 된다. 북태평양의 경우 북태평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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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25. Climatological mean 10m wind field (m s-1) (a) in the GCM simulation

with BLING, (c) in the GCM simulation with TOPAZ, and (e) the difference of

two simulations (a - c). (b),(d), and (e) are same as (a), (c), and (e), but for low

cloud amounts (%).

위치한 알류산 저기압의 중심이 BLING 모형에서 보다 서쪽에 위치하게 됨으로써 상대적으

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바람을 따라 극지역에서 북동태평양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 공기가 강

한 대류를 억제시켜 북동태평양에서의 강수가 감소하고 하층운을 발달시켜 표면온도를 낮춘

다. 이에 반해 저기압 중심 서쪽에서는 보다 동쪽으로 가야 되었을 에너지가 남아있게 되면서

표면온도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대류가 보다 활발히 일어나게 됨으로써 강수량이 증가하고

하층운이 감소하게 된다. 북대서양의 경우 이와 반대로 아이슬란드 저기압이 보다 북상함으로

써 유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Figure 2.1.26은 Figure 2.1.25와 마찬가지로 두 모형에서의 기후 평균된 SST와 혼합층 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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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나타낸 그림이다. SST의 경우 표면온도와 마찬가지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혼합

층 깊이의 경우 TOPAZ 모형보다 BLING 모형에서 모의하는 약한 북동 태평양 지역에서의

서풍과, 강한 북서 태평양 지역에서의 서풍 때문에 혼합층 깊이가 상대적으로 각각 얕아지고

깊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와 유사한 현상이 북대서양에서 또한 일어난다. 태평양과

인접한 남빙양에서는 BLING 모형에서 모의하는 편서풍이 TOPAZ 보다 약하기 때문에 보다

얕은 혼합층을 모의한다.

Figure 2.1.26 Climatological mean SST (℃) (a) in the GCM simulation with BLING,

(c) in the GCM simulation with TOPAZ, and (e) the difference of two

simulations (a - c). (b), (d), and (e) are same as (a), (c), and (e), but for mixed

layer depth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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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27 standard normalization of regressions between NINO 3.4 index and 2m

temperature (a) in the BLING simulation, (c) in the TOPAZ simulation, and (e)

the difference of two simulations (a - c). (b), (d), and (e) are same as (a), (c),

and (e), but regression between NINO 3.4 index and precipitation.

Figure 2.1.27은 NINO 3.4 지수에 대해 표면 온도와 강수량을 회귀분석한 것을 정규화 해

서 나타낸 그림이다. 우선 표면온도와 NINO 3.4 지수 사이의 상관을 살펴보면 BLING모형의

경우 적도 태평양을 따라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전형적인 ENSO형태를 보인다. 다만 실제

자연에서 관측되는 ENSO 보다 더 서쪽으로 뻗어있으며 인도양과의 음의 상관관계만을 가지

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반해 TOPAZ 모형의 경우 적도태평양에서 NINO 3.4 지수와

표면온도의 상관이 동태평양에 국한되어있으며, 그 세기도 BLING 모형에 비해 작게 나타나

동태평양 엘니뇨를 상대적으로 약하게 모의하고, 중태평양 엘니뇨를 잡아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PNA 패턴의 원격상관을 과도하게 모의하고 있다. NINO 3.4 지수와 강수량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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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상관을 살펴보면 앞서 표면온도와 NINO 3.4 지수 사이의 상관에서 보여진 결과와 유사

한 결과가 나타난다. TOPAZ 모형은 동태평양 엘니뇨를 제법 잘 잡아내는 반면 상대적으로

약하게 중태평양 엘니뇨를 잡아내는 반면, BLING 모형은 과도하게 서쪽으로 뻗어있으며, 인

도양과의 강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2.1.4 KIOST 지구시스템 모형의 동결 및 성능 평가

1-2단계 연구를 통해 구름 모수화 방안과 행성경계층 모수화 방안 등을 개선하였으나 남극

해의 Warm bias, 적도 태평양의 double-ITCZ 문제와 MJO 또는 ENSO와 같은 기후변동성

모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Park (2014a, 2014b)에서 제시된 UNICON 모형을 NCAR

CESM2.1.1을 통해 공개된 UNICON 모수화 방안을 추가하였다. 결과적으로 남극해의 Warm

bias를 완화시키고 MJO와 ENSO 등의 기후변동성 모의 성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으나

double-ITCZ 문제와 북반구의 Cold bias는 해결하지 못하였다.

3단계 연구를 통해 KIOST 지구시스템 모형은 GFDL CM2.5의 격자체계를 도입하여 대기

모형의 수평격자가 GAIA 모형의 위경도 격자에서 육면체구면 격자로 변경되었다. 또한 구름

물리모수화를 위해 UNICON (Park, 2014)을 도입하고 2 세부과제에서 개발한 해양 물리모수

화 방안과 4 세부과제에서 개발한 지면 식생과정을 결합하여 KIOST 지구시스템 모형을 완성

하고 동결하였다. 본 과제에서 수행한 해양생지화학과정 적용에 따른 민감도 실험 결과를 토

대로 KIOST 지구시스템 모형의 해양생지화학과정 모의를 위해 TOPAZ 모형을 적용하였다.

KIOST 지구시스템 모형의 초기 버전인 GAIA 모형 그리고 GFDL CM2.5와의 차이를 Figure

2.1.28에 나타내었다.

Figure 2.1.28 Characteristics of component models in KIOST

Earth System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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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OST 지구시스템 모형은 GFDL CM 모형을 기반으로 개발되었으나, 지면모델, 대기모델,

해양모델의 중요한 모수화 방안들이 개선되거나 새롭게 개발되었다. 지면모델의 식생 모의 성

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토양의 분해과정에 대한 토양 온도에 대한 민감도를 식생별로 다르게

처방한 4세부과제를 수행중인 울산과학기술원의 결과를 적용하였다. 토양온도 민감도(Q10)를

재분석 자료 (토양온도, 토양습도, 토양 호흡)를 이용하여, 다변량 회귀를 통해서 식생타입별로

시공간적으로 변화하는 변수로 물리모수화를 개발하였다.

대기모델을 개선하기 위해서 행성경계층 (Planetary Boundary Layer)모수화 방안으로

Bretherton and Park (2009)과 대류모수화(Convection Scheme) 방안으로 UNICON (Park,

2014)을 적용하였다. UNICON을 적용하기 위한 코드 분석 및 민감도 실험은 본 과제에서 담

당하였다. 또한 해양모델을 개선하기 위해서 2세부과제에서 개발한 NK 해양혼합층 모수화 방

안 (Noh et al., 2016)을 적용하였다. 마지막으로 해양모델을 위한 해양자료동화모듈은 본 과

제에서 담당하여 Ensemble Optimal Interpolation을 기반으로 개발되었다.

동결된 모형(KIOST 지구시스템 모형)의 기후모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기존의 CM2.5 모

형의 기후모의 성능과 비교하였다.

남반구 40°S 보다 남쪽에서 나타나는 남극해 Warm Bias 는 그동안 지구시스템 모형의 대

표적인 Bias로 언급되었다. CMIP5에 참가했던 모든 지구시스템 모형들이 남극해의 SST를 과

대평가하는 Warm Bias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Wang, 2014; Figure 2.1.29). 남극해 SST의

Warm Bias는 불완전한 대기 대류과정에 의한 남극해 구름의 과소 모의 (Schneider and

Reusch, 2015)와 해양혼합층의 과소 모의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부분의

지구시스템 모형에서 나타나는 Double-Intertropical Convergence Zone 문제와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Hwang and Frierson, 2013).

Figure 2.1.29 Global ensemble-mean SST bias of CMIP5 models. Wang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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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KIOST 지구시스템 모형은 새로운 대기 대류 과정 모수화 방안과

해양혼합층 모수화 방안을 적용함으로 남극해 SST의 Warm Bias를 매우 현실에 가깝게 개선

할 수 있었다. KIOST 지구시스템 모형의 해수 온도 및 염분 모의 성능이 기존 CM2.5모형에

비해 크게 향상되었다. 특히 북반구 겨울철에 나타나던 남반구 중/고위도 지역 해수면 온도의

Warm Bias가 거의 사라졌고, 북반구 여름철에 북태평양, 북대서양에서 나타나던 Warm Bias

는 약한 cold bias로 나타난다. CM2.5에서 관측에 비해 북태평양의 염분이 높던 문제도 다소

향상되었으며, 이는 대기 대류과정이 개선되면서 강수량 오차가 감소한 효과로 판단된다.

Figure 2.1.30 Mean SST bias in boreal winter (DFJ)

Figure 2.1.31 Mean SST biasn in boreal summer (JJA)

KIOST 지구시스템 모형은 열대 태평양에서 나타나는 강수 밴드들을 현실적으로 모의하고

있다. 하지만 북반구 겨울철에는 SPCZ를, 북반구 여름철에는 서태평양 쪽 ITCZ를 관측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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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강하게 모의한다. 북반구 겨울철에 서인도양의 강수도 관측에 비해 다소 많게 나타난다. 바

람장의 경우, 열대지역에서 나타나는 무역풍과 중위도 지역에서 나타나는 편서풍을 관측과 유

사하게 모의하고 있다.

Figure 2.1.32 Comparison of precipitation in boreal

winter (DJF)

Figure 2.1.33 Comparison of zonal winter in boreal

winter (DJF)

전반적으로 양 극지역 해빙의 양과 계절변동을 CM2.5와 비교하여 보다 현실적으로 모의하

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북극 지역의 해빙을 관측에 비해 다소 과대모의하고 있으며, 남극 지

역의 해빙은 관측에 비해 다소 과소모의하고 있다. 향후 관측과 모형의 해빙 차이에 대한 원

인을 분석하고 개선할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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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34 Climatological monthly mean sea ice concentration

in the Arctic region

Figure 2.1.35 Climatological monthly mean sea ice concentration

in the Antarctic region

KIOST 지구시스템 모형은 CM2.5와 비교했을 때 엘니뇨를 보다 현실적으로 모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엘니뇨와 연관된 해수면 온도 아노말리를 CM2.5 보다 관측에 가깝게

모의했다. 또, CM2.5에서 엘니뇨의 변동성이 과대 모의되던 문제점이 가이아 지구시스템 모형

에서 많이 향상되었다.

NINO3.4 에 대한 SST Regression 결과에서도 가이아 지구시스템 모형의 엘니뇨 모의 성

능이 크게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공간적인 분포가 관측에 가깝고 공간 상관도가 KIOST

지구시스템 모형의 경우 0.95, CM2.5 모형의 경우 0.9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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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36 Spectral analysis of the NINO indeces

Figure 2.1.37 SST Regression to NION3.4 index

열대 동태평양의 해수온 변동성의 계절 잠김 (Seasonal Locking) 또한 CM2.5 모형에 비해

가이아 모형에서 크게 개선되었으며 적도 태평양의 수온 변동성의 왜도에서도 가이아 모형이

관측에 가깝게 모의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관측에서보다는 엘니뇨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

며 열대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 변동성의 계절 잠김 (seasonal locking) 및 왜도 (skewness) 에

개선의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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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38 Comparison of El Niño phase locking

Figure 2.1.39 Skewness of SST variability in the

tropical Pacific

KIOST 지구시스템 모형은 열대 계절내 진동 (MJO) 을 현실적으로 모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MJO와 연관된 OLR 및 하층 바람장 아노말리를 CM2.5 보다 관측에 가깝게

모의한다. 또, CM2.5와는 다르게 OLR 및 하층 바람장 스펙트럼에서 계절 내 규모 주기의 피

크가 관측처럼 강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관측에서보다는 MJO의 주기가 다소 짧고, 관측과는

다르게 북반구 겨울철보다 여름철에 MJO의 변동성이 더 크게 나타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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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40 Comparison of MJO Phase Map and

spectral analysis

2.2 자료동화 시스템 개발 및 기후재분석 자료 생산

본 연구에서는 1-2단계 연구를 통해 개발된 자료동화체계를 2단계에서 GAIA 기후모델의

해양 모듈에 적용하고 3단계에서 KIOST 지구시스템 모형에 적용하여 각각 1947년부터 2012

년까지 장기 기후재분석 자료를 생산하였으며 이를 국제 자료센터에 등재하였다. 대기 모듈의

wind bias를 경감하기 위하여 해양-대기 flux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관측 바람장을 완화시켰다.

생산된 기후재분석 자료를 검증하고 사용된 GAIA 기후모델의 예측 성능 및 bias를 평가하였



- 48 -

다.

개발된 자료동화체계는 앙상블 칼만필터 기법, 앙상블 Optimal Interpolation 그리고

Optimal Interpolation 에 기반하고 있으며 지구시스템 모형의 해양모델에 하나의 해양자료동

화 모듈로 추가함으로 계산 성능을 향상시켰다.

Figure 2.2.1 Schematic diagram of Ensemble Optimal Interpolation. Red, cyan, blue and

green dots denote time-invariant historical ensemble members, forecast state, analysis

state and observation, respectively. M means numerical model to evolve the analysis

state in the present time step (t=i) to the forecast state in the next time step (t=i+1).

Figure 2.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앙상블 Optimal Interpolation 은 앙상블 칼만필터와 유사

하지만 배경오차공분산을 계산하기 위한 앙상블 멤버들이 과거 자료에 기반한 시간적으로 변

하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앙상블 칼만필터과 비교하여 전산 계산량을 급격하게

줄일 수 있다. 다만, 배경오차공분산이 시간적으로 진화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으나 과거 자료

가 현재의 배경오차공분산을 표현한다면 비용대비 성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

기후재분석 자료는 기후예측 실험을 수행하는데 GAIA 기후예측모델의 초기장으로 사용되

었다. 기후예측 실험은 8개의 앙상블에 대해 1982년부터 2012년까지 31년동안 매년 2, 5, 8, 11

월을 초기로 하여 1년간 적분하여 예측 성능을 관측자료와 비교하여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앙상블 Optimal Interpolation을 적용하여 기후재분석 자료를 생산하였다. 또

한 기후재분석 자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1947년부터 2012년까지의 수온, 염분 프로파일 자료,

1980년부터 2012년까지 NCDC 해수면 수온 자료 그리고 1992년부터 2012년까지 해수면 고도

변이 자료(AVISO)를 전처리하여 앙상블 Optimal Interpolation 으로 기후모델에 동화하였다.

수온, 염분 프로파일 자료는 World Ocean Database

(http://www.nodc.noaa.gov/OC5/SELECT /dbsearch/dbsearch.html)에서 MBT, XBT, CTD 그

리고 Argo 프로파일들을 수집하여 밀도 역전, 수온, 염분 spike를 제거하는 등의 품질 관리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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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거쳤다. Figure 2.2.2는 본 연구에서 자료동화에 사용된 수온과 염분의 프로파일 개수를

나타낸 것이다. 1947년부터 2012년까지 연별 그리고 월별 평균으로 나타내었다. 2000년대에 들

어 Argo 플로트에 의한 프로파일의 개수가 크게 증가면서 기존의 수온 프로파일의 수집에 크

게 기여했던 전통적인 방식의 XBT나 CTD 등을 통한 관측이 줄어드는 대신 그 자리를 Argo

플로트가 대신하게 되었다. Argo 플로트에 의한 관측은 염분 프로파일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해양 관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던 XBT는 수온만을 관측하는 반면 Argo 플로트는 수온과 염

분을 동시에 관측함으로 상대적으로 관측 프로파일 개수가 작았던 염분 프로파일의 개수가

2000년대 들어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월별 프로파일 개수에서 수온과 염분 모두 북반구의 여

름철에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나타내며 이는 주로 관측이 수행되는 북반구의 여름에 비교적

관측이 빈번하게 수행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Figure 2.2.2 Number of temperature (left panel) and salinity (right panel) profiles by

year (upper panel) and month (lower panel)

Figure 2.2.3은 연별 수온 프로파일 개수의 공간적인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1950년대 전후

에 주로 북미대륙 주변이나 유럽 그리고 일본 연근해에서 관측이 주로 수행된 것을 알 수 있

다. 1980년대 전후에는 프로파일의 개수가 증가하고 관측 범위도 확대되어 남미대륙 주변 해

역과 적도 그리고 인도양에서도 수온 프로파일이 수집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북미 대륙과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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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평양 해역에서 관측 밀도가 높고 특히, 남반구의 관측 밀도가 크게 떨어진다. 2010년 전후

로는 북미대륙 주변에 대한 관측 밀도는 크게 높아지지 않았지만 적도 해역에서 관측 밀도가

높아진 것이 두드러지며 특히 남반구에서 관측 영역이 크게 확대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2000년 초반부터 투하된 Argo 플로트의 기여가 커졌기 때문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1947년부터 2012년까지 수온과 염분을 7일에 한번, 인공위성 해면수온 자료

를 하루에 한번 그리고 인공위성 해면고도변이 자료를 7일에 한번 기후접합모델의 해양 요소

모델에 동화하였다. 자료동화기법으로는 앙상블 Optimal Interpolation을 사용하였으며 이를 위

해 필요한 과거 자료에 기초한 앙상블 멤버를 얻기 위하여 사전 구동을 통해 100년의 월별 해

양모델 격자별 수온과 염분 자료를 얻어 사용하였다. 수온과 염분 자료는 7일에 한번 동화 시

점으로부터 전과 후의 3.5일의 자료를 탐색하여 동화하는 방법을 사용했으며 인공위성 해면수

온과 해면고도 자료는 자료가 존재하는 날짜에 맞춰 동화가 수행되도록 하였다. 모든 작업은

수치모델 내에서 연동되도록 설계하였다. 자료동화를 수행함에 있어 계산 비용이 실제적인 문

제로 부각되었다.

Figure 2.2.3 Horizontal distribution of the number of temperature profiles by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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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4 Example of the actual filtering

area in each filter domain.

따라서 본 연구의 1단계에서 개발된 영역 분할을 통한 계산 비용 절감 방안을 적용하여 계

산량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 Figure 2.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료동화가 이뤄지는 도메인이

9개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각 도메인별로 다시 9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실제적인 계

산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함으로 배경오차공분산과 관측오차공분산의 크기가 9x9배 정도로 줄

어들게 되며 계산량 또한 약 9x9배 정도로 줄어들어 계산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렇게

계산 영역을 분할하여 자료동화가 가능한 것은 배경오차공분산의 지역화로 인하여 원거리의

관측 자료가 자료동화 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가정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계산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Intel Math Kernel Library를 사용함과 동시에 자료동화 모듈의 최

적화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기후재분석 자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CM2.1 모델을 사용하였다. CM2.1 은

GFDL (Geophysical Fluid Dynamics Laboratory)에서 개발하여 배포하는 기후접합모형으로

기상모델(AM2.1), 육상모델(LM2.1), 해양모델(MOM4p1) 그리고 해빙모델(SIS)로 구성되었다.

AM2.1과 LM2.1은 위도방향으로 2°, 경도방향으로 2.5°의 해상도를 갖으며 수직으로 24개층을

갖으며 FV(Finite Volume) 수치방안을 사용하였다. 해양모델인 MOM4p1은 위도와 경도방향

으로 1°의 해상도를 갖으며 적도 해역에서만 남북 방향으로 1/32°의 해상도를 갖는다. 수직적

으로 50개층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북극해를 적분하는데 극지방 필터링을 피하기 위해서 유라

시아와 북미대륙 그리고 남극에 극을 갖는 Tripolar 격자를 사용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수온, 염분 프로파일과 인공위성 해면 수온과 해면고도변이를

MOM4p1에 동화하여 1947년부터 2012년까지 기후재분석 자료를 생산되었으며 이러한 연구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된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생산된 KIOST 기후 재분석 자료를 관측 자료와 비교 분석함으로 자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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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및 기후시뮬레이터의 모의 성능을 검증하였다. 비록 관측 자료가 동화되었지만 자료동화

방법 및 수치모델의 성능에 따라 생산되는 재분석 자료의 품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기후 재분

석 자료를 관측 자료와의 비교 및 검증은 향후 자료를 이용한 기후 역학 연구 및 기후 모의

성능 진단에 필요할 것이다. Figure 2.2.5는 관측 자료를 격자화하여 얻어진 World Ocean

Atlas 2009의 표층수온과 재분석 자료의 표층 수온을 비교한 것이다. KIOST 재분석 자료가

관측의 해면 수온을 잘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흔히 알려진 동태평양의 cold bias 와

남극해 주변의 warm bias 가 크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추가적인 민감도 시험이 요

구되지만 적도 태평양과 남극해 주변 해역의 수치모델 bias를 수정함에 있어 TAO/TRITON

부이와 인공위성 해면 수온 자료의 기여도가 클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관

측 자료를 동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남반구의 겨울철(DJF) warm bias 가 여전히 큰 것으로 보

이며 이는 기후 시뮬레이터가 남극해 주변의 역학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생각된

다. 이러한 남극해 주변의 bias 에 대해 Qiao(2004)는 풍성파랑 기원의 혼합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차년도 연구를 통해 KIOST 기후 재분석 자료를 통해 얻어진 기후

시뮬레이터의 bias 정보를 참고하여 향후 남극해 주변의 warm bias를 수정하는 연구를 수행

할 필요가 있다. 또한 Figure 2.2.6는 적도 태평양을 따르는 수온의 수직 단면도이다. KIOST

기후재분석 자료는 동태평양의 냉수가 표층으로 연결되는 모습과 서태평양의 warm pool 지역

이 잘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서태평양 250m 보다 깊은 곳에서 관측 자료와 수온의 불일치가

나타나며 이는 유속의 경압 성분에 차이를 나타낼 것이다. 특히 적도 서태평양은 태평양과 인

도양의 기후를 연결해 주는 것으로 알려진 Indonesian Through Flow와 가까운 해역으로서 이

해역에서의 기후 및 해류가 기후 예측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 향후 이에 대한 민감

도 실험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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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5 Sea Surface Temperature from the observation (World Ocean

Atlas2009; upper panel) and KIOST Climate Reanalysis (middle panel),

and difference between them (lower panel) averaged in December to

February (left panel) and June to August (right panel)

Figure 2.2.6 Vertical section of the temperature along the equator averaged in time from

1947 to 2012 from observation (World Ocean Atlas 2009, left panel) and KIOST

climate reanalysis (right p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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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혼합층은 혼합이 강한 표층에 발달하여 해양-대기 상호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다. 따라서, 해양혼합층두께(Mixed Layer Depth; MLD)를 평가하는 것은 장기 기후모의 성능

을 진단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Figure 2.2.7은 관측된 MLD와 DASK로부터 모의된 MLD를 비

교한 그림이다. 관측자료는 de Boyer Montegut et al. (2004)의 방법으로 수온, 염분 프로파일

로부터 직접 계산된 MLD를 수평 격자화해 얻은 결과이다. 월별 기후평균 자료로 주어지며 본

연구에서는 겨울철(December-January-February)과 여름철(June-July-August)를 비교하였다.

MLD는 계절적으로 차이가 크다. 남북반구의 겨울철에 MLD가 공통적으로 깊게 나타난다. 심

층 대류가 발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북동대서양과 노르웨이해에서 MLD가 관측 자료에서

300m 이상 깊게 발달하며 다소 과대 평가된 측면이 있지만 DASK에서도 이러한 현상을 잘

나타내고 있다. 남극대륙 주변부와 쿠로시오, 멕시코 만류의 이안 지점 등에서 다소 MLD가

DASK에서 깊게 평가되었다. 반면에 남위 40도에서 60도 사이에서 남반구 겨울철에 관측 자

료에 나타난 깊게 발달한 MLD는 DASK에서 다소 과소 평가된 측면이 있다. DASK에서

MLD가 과대 평가된 지역과 과소 평가된 지역은 CFSR과 GODAS 등 다른 전지구 기후재분

석 자료에서도 비슷한 문제점을 보여주는 지역이기도 하다. MLD의 오류는 아직 알려지지 않

은 해양혼합 과정과 대기모델의 취약한 대류 모수화 방안에 기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남반구에서 MLD의 오류는 해빙의 오류에서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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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7 Mixed layer depth (MLD) of (a) Montégut, (b)

DASK, and (c) difference (DASK-Montégut). Left

panels show boreal winter (December, January,

February; DFJ) and right panels boreal summer (June,

July, and August; JJA) averaged from 2004 to 2008.

Units are m.

온대역의 북태평양과 적도 태평양은 북태평양 중층순환을 통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

며 전지구 기후 상태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Thompson and

Cheng, 2008). 따라서 기후시뮬레이터에 있어 북태평양 중층수(North Pacific Intermediate

Water)에 대한 모의가 기후 예측 성능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Figure 2.2.8와 2.2.10는 날짜 변경선을 따르는 수온과 염분의 남북 단면도를 나타낸 그림이

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 기후 평균하여 나타내었으며, 세개의 재분석 자료 모두 26.8선을

따라 쿠로시오 밑으로 남하하는 북태평양 중층수를 잘 모의하고 있다. Figure 2.2.9과 2.2.11는

각각 수온과 염분의 세 개의 재분석 자료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관측 자료에 비교하

여 표층에서는 수온이 저평가되었으며, 북위 40도 이남은 500m 보가 깊은 수심에서 수온이 고

평가된 반면, 이북에서는 수온이 저평가되었다. 그러나 염분 단면도에서는 세 개의 재분석 자

료가 각각 다른 특징을 나타낸다. 300m 보다 얕은 수심에서 SODA는 염분을 저평가한 반면

ECDA는 북위 15도와 30도 사이에서 고평가하였다. 다른 두 재분석 자료에 비해 DASK에서

염분 편향이 가장 작게 나타났다. 특히, 26.8 등밀도면을 따라 SODA와 ECDA의 염분 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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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큰 반면, DASK에서는 염분 편향이 유의하게 저감된 것이 특징적이다.

Figure 2.2.8 Meridional temperature sections averaged from 2001 to

2010 along the dateline in (a) DASK, (b) EN4, (c) SODA and

(d) ECDA. Units are °C.

Figure 2.2.9 Meridional sections of temperature difference from the EN4 along the

dateline for the (a) DASK, (b) SODA and (d) ECDA. Units are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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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10 Meridional salinity sections averaged from 2001 to 2010

along the dateline in (a) DASK, (b) EN4, (c) SODA and (d)

ECDA. Thick white contours denote 25.6 and 26.8 density

surfaces and units are psu.

Figure 2.2.11 Meridional sections of salinity difference from the EN4 along the dateline

for the (a) DASK, (b) SODA and (d) ECDA. Thick white contours denote 25.6

and 26.8 density surfaces and units are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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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12 Horizontal distribution of salinity averaged from 2001

to 2010 on the = 26.8 density surface, on which NPIW

disperses southwestward in the (a) DASK, (b) EN4, (c) SODA

and (d) ECDA. Units are psu.

북태평양 중층수의 수평적인 확산을 나타내기 위해서 26.8 등밀도면에서 염분을 나타낸

것이 Figure 2.2.12이다. 26.8 등밀도면을 따라 34.2 psu 의 저염분수가 쿠로시오 밑으로 남

하하는 것을 관측과 DASK, SODA에서는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ECDA는 이를 잘 나타

내지 못하고 있다.

Figure 2.2.13과 2.2.14은 또한 북태평양 중층수와 함께 남극중층수 (Antarctic Intermediate

Water)의 품위를 검증하기 위하여 날짜변경선을 따라 남위 60도에서 북위 60도까지 수온과

염분의 단면도를 나타낸 것이다. 남극중층수는 북태평양 중층수에 비해서 더 깊은 수심으로

북상하는 것을 관측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북태평양 중층수의 경우와 비슷하게 남극중층수가

북상하는 수심을 중심으로 염분의 편향이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ECDA가 SODA와

DASK에 비해서 다소 큰 염분 편향을 보이는 것이 특징적이다.

본 연구를 통해 DASK가 북태평양 중층수를 모의함에 있어 다른 두 개의 재분석 자료에

비해 비교 우위의 성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SODA는 고해상도의 해양 모델에 자

료동화를 적용하였고, ECDA는 DASK와 같은 기후모델에 Ensemble Kalman Filter를 적용하

여 DASK와 비교할만한 가치가 있다. DASK가 SODA보다 저해상도의 수치모델을 적용했고,

ECDA보다 단순한 자료동화 기법인 Ensemble Optimal Interpolation 기법을 적용하여 수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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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계산 성능이 다른 두 시스템보다 효율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자료를 생산하

는 것은 고무적이다. 향후 DASK를 적용함으로 보다 장기적인 기후재분석 자료 생산 및 기후

예측 시스템 개발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Figure 2.2.13 (a) Meridional temperature section from the EN4,

and sections of temperature difference from the EN4 for

(b) DASK-EN4, (c) SODA-EN4 and (d) ECDA-EN4. The

temperature fields are averaged in 160°-180°E from 2001

to 2010. Units are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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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14 (a) Meridional salinity section from the EN4, and

sections of salinity difference from the EN4 for (b)

DASK-EN4, (c) SODA-EN4 and (d) ECDA-EN4. Thick

white contours in (a) 25.6 and 26.8 density surfaces.

The salinity fields are averaged in 160° -180°E from 2001

to 2010. Units are psu.

저해상도 기후모델에서 북태평양 중층수의 모의 성능이 떨어지는 것은 대기모델의 모의 성

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Thompson and Cheng(2008)은

ITCZ(Intertropical convergence zone)과 SPCZ(southern Pacific convergence zone)의 위치가

편향됨으로 북태평양 중층수 및 남극 중층수의 염분이 편향되는 원인으로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저해상도 기후모델의 일반적인 특징이다. 따라서 ITCZ와 SPCZ의 편향도를 평

가하기 위하여 연도별로 강수량의 수평분포를 Figure 2.2.15에 도시하였다. Figure 2.2.15a와

2.2.15b는 각각 1947년부터 1960년까지 평균된 기후재분석 자료와 1961년부터 1980년까지 평균

된 기후재분석 자료를 비교하였다. 비교를 위해 사용된 관측으로는 GPCP와 CMAP을 이용하

였으며 기후재분석 자료와 동시간대에 관측이 수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1983년부터 2012년까지

평균된 자료와 비교하였다. 반면에 Figure 2.2.15c는 1982년부터 1988년까지 평균된 관측과 기

후재분석 자료를 비교하였다. 비록 관측 자료의 평균된 기간이 다르긴 하지만 전체적인 수평

적인 구조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었다. 모든 기간의 기후재분석 자료에서 북반구 겨울철에

double ITCZ가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SPCZ의 위치도 다소 북쪽으로 치우친 것

으로 보인다. 그러나 1983년부터 1988년까지 평균된 자료에서는 적도 남쪽에 나타나는 ITCZ

의 세력이 약화되었으며 SPCZ도 보다 남쪽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Figure 2.2.15c의

ITCZ와 SPCZ가 다른 기간과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남반구 표층의 warm bias 와 관련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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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으로 생각된다. 인공위성 해면수온 자료가 1980년부터 동화되기 시작했으며 이 시기를

기점으로 앞선 시기에 남반구의 warm bias 가 나타나며 이후 시기에는 warm bias 가 자료동

화를 통해 상당부분 완화되었다. 이러한 남반구의 warm bias 와 Convergence Zone의 bias의

관계는 Hwang and Frierson (2013)에 의해 언급된 바 있으며 본 연구에서 얻어진 이러한 진

단장을 이용ㅎ여 향후 기후예측 시스템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Figure 2.2.15a. Comparison of precipitation between KIOST climate reanalysis (middle panel) and

observations (CMAP-left panel; GPCP-right panel) in average from December to February (upper

panel) and June to August (lower panel). The precipitation from the CMAP and GPCP is

averaged in time from 1983 to 2012 while the reanalyzed one averaged from 1947-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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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15b. Comparison of precipitation between KIOST climate reanalysis (middle panel) and

observations (CMAP-left panel; GPCP-right panel) in average from December to February (upper

panel) and June to August (lower panel). The precipitation from the CMAP and GPCP is

averaged in time from 1983 to 2012 while the reanalyzed one averaged from 1961-1980.

Figure 2.2.15c. Comparison of precipitation between KIOST climate reanalysis (middle panel) and

observations (CMAP-left panel; GPCP-right panel) in average from December to February (upper

panel) and June to August (lower panel). The precipitation from the CMAP and GPCP is

averaged in time from 1983 to 2012 while the reanalyzed one averaged from 1983-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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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은 대기보다 약 1,000배의 높은 열용량을 보유하고 있어 지구의 기후를 지배하는 주요

한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기후재분석 자료의 열용량의 재현성을 검증하고자 상층 300미터

를 수심 평균한 열용량을 관측자료 및 국외 재분석 자료와 비교 검증하였다. 검증에 사용된

자료는 관측자료에 기반하여 등격자 자료로 만들어진 영국 기상청의 EN4 (Ingleby and

Huddleston, 2007)의 수온 자료와 전지구 해양재분석 자료로 널리 알려진 SODA (Simple

Ocean Data Assimilation; Carton et al., 2000) 그리고 본 연구의 DASK 에 모델 구성이 비슷

한 GFDL ECDA(Ensemble Coupled Data Assimilation; Chang et al., 2013)의 수온 자료들이

다. Figure 2.2.16은 Northern Oceans, Southern Oceans, Tropical Pacific, Tropical Atlantic,

Tropical Indian Ocean, Northwest Pacific 등 6개 영역에서 지역 평균된 열용량을 시계열 자

료로 비교한 것이다. Southern Oceans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3개의 재분석 자료가 관측을

잘 모의하고 있다. 특히 Northern Oceans에서는 평균값으로 봤을 때 거의 완벽하게 재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Southern Oceans에서는 3개의 재분석 자료 모두 상관도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ASK (상관도 0.44) 가 다른 재분석 자료

(SODA : 0.61, ECDA : 0.10)에 비교할만 하거나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 Tropical Pacific과

Tropical Atlantic에서는 SODA가 가장 높은 상관도와 가장 작은 offset을 보여서 가장 좋은

성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DASK 는 두 해역에서 가장 좋지 않은 성능을 나타내

었다. 특히 Tropical Pacific에서의 성능 저하는 기상모델의 바람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

다.

North. 
Ocean

South. 
Ocean

Trop.
Pacific

Trop. 
Atlantic

Trop.
Indian

Northwest. 
Pacific

DASK 0.99 0.44 0.72 0.74 0.65 0.98
SODA 0.99 0.61 0.90 0.89 0.58 0.97
ECDA 0.98 0.10 0.81 0.78 0.51 0.95

Table 2.2.1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time series of HC300 (from 1980 to 2010)

estimated from EN4 observations and each reanalysis of DASK, SODA, and ECDA.

North. 
Ocean

South. 
Ocean

Trop.
Pacific

Trop. 
Atlantic

Trop.
Indian

Northwest 
Pacific

EN4 (mean 
HC300)

9.37 7.51 19.59 18.31 20.05 16.96
DASK - EN4 0.44 -0.15 -0.10 -0.35 -0.53 0.07
SODA - EN4 0.41 -0.05 0.05 0.01 -0.13 0.03
ECDA - EN4 0.28 0.27 -0.15 -0.29 -0.46 0.00

Table 2.2.2 Mean observed HC300 from observation(EN4) and mean offsets of HC300

in DASK, SODA, and ECDA from EN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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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16 Anomalies of upper 300 m Heat Content (HC300) from 1980 to 2010

averaged in (a) Northern Ocean, (b) Southern Ocean, (c) Tropical Pacific, (d)

Tropical Atlantic, (e) Tropical Indian Ocean, and (f) Northwest Pacific. Black, red,

blue and green lines denote HC300 from DASK, EN4, SODA and ECDA,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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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ASK (b) DASK (with wind correction) 

(b) SODA (c) ECDA 

Figure 2.2.17 Horizontal map of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upper HC300 estimated

from EN4 and modeled HC300 (from 1980 to 2010) for (a) DASK, (b) DASK with

wind correction, (c) SODA and (d) ECDA.

Figure 2.2.17은 전 해역에서 1980년부터 2010년까지 관측자료와의 열용량의 상관도를 나타

낸 것이다. DASK는 SODA에 비하여 해상도가 크게 낮음에도 불구하고 적도 해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상관도가 전반적으로 비교할만하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Ensemble Kalman Filter 에 기반하여 Coupled Data Assimilation을 ECDA에 비교해서도 북태

평양과 북대서양에서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DASK는 적도 태평양과

적도 대서양에서 성능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DASK 가 적도 해역에서 좋지 않은 성

능을 나타내는 것은 저해상도 기상모델에서 모의된 바람장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실제

로 적도 태평양에서 무역풍이 과도하게 모의되는 문제는 저해상도 기후모델에서 흔히 발견되

는 오류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도 저해상도 기상 모델에서 과도한 무역풍이 모의된다. 이를

보정하기 위한 wind correction method를 적용한 결과가 Figure 2.2.17b이다. 보는 바와 같이

적도 태평양에서 성능이 크게 향상된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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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18 Comparison between estimates of meridional heat transport by two

reanalysis (DASK and ECDA) and previously published estimates of meridional

heat transport based on observations in the (a) global ocean of DASK, (b)

Indo-Pacific of DASK, (c) Atlantic of DASK, (d) global ocean of ECDA, (e)

Indo-Pacific of ECDA, and (f) Atlantic of ECDA. Errror bars are based on data

from observations.

Figure 2.2.18은 해양에 의한 열의 극수송량을 나타낸 것이다. DASK와 ECDA를 비교하였

다. 두 자료의 전지구 열 극수송과 인도태평양에서의 열 극수송이 비슷하게 모의되었다. 반면

에 대서양에서 두드러진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최대의 열 수송이 ECDA 에서는 보다 남쪽

에서 나타났다. 또한 두 자료 모두에서 10년 규모의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다. 에러바와 함께

표시된 그래프는 여러 관측 자료에 기반한 열수송량이 추정치를 표시한 것이다. 보는 바와 같

이 관측 자료에 따라서도 열 수송량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어떤 자료가 관측에 가까운지는

평가하기가 어렵다. Figure 2.2.19에서 2.2.21은 각각 적도태평양, 북태평양 그리고 인도양에서

의 EOF 1 모드를 나타낸 것이며 각 해역의 기후 현상을 잘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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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19 1st EOF modes of HC300 in the tropical Pacific for (a)DASK (b)EN4

(c)SODA (d)ECDA and (e)their Principal Component time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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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20 1st EOF modes of HC300 in the north Pacific for (a)DASK, (b)EN4,

(c)SODA,(d)ECDA and (e)their time series

즉, 각각 엘리뇨, PDO(Pacific Decdal Oscillation) IOD(Indian Ocean Dipole Mode)를 나타

낸다. 각 그림에서 DASK, 관측(EN4), SODA, ECDA에서 모의된 1모드와 PC time series를

나타내었다. 전반적으로 모든 자료가 관측에 가깝게 모의하고 있다. 다만 인도양에서 모의된

IOD의 경우 가장 자료별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비교적 DASK 가 공간 구조 면에서 관

측에 가깝게 모의하고 있으며 PC time series 에서도 관측에 가깝게 나타났다. 이는 앞서

Figure 2.2.17에서 인도 태평양에서의 열용량 상관성이 높은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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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21 1st EOF modes of HC300 in the Indian Ocean for (a)DASK, (b)EN4,

(c)SODA, (d)ECDA and (e)their timeseries

Figure 2.2.22는 적도태평양 관측시스템인 TAO Array 중 4개의 관측점 (165°E, 170°W,

140°W, 110°W)에서 얻어진 동서방향 유속의 관측 자료와 DASK 재분석 자료의 결과를 비교

한 것이다. 특히 자료동화를 적용하지 않은 Free Run 결과와 wind correction을 적용한 결과

를 함께 비교함으로 적도태평양에서 수치모델이 갖는 오류를 평가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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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O 
No assimilation 
DASK 
DASK+wind correction 

(a) at 165°E before 1999 

(c) at 170°W before 1999 

(e) at 140°W before 1999 

(g) at 110°W before 1999 

(b) at 165°E after 2000 

(e) at 170°W after 2000 

(f) at 140°W after 2000 

(h) at 110°W after 2000 

Zonal velocity (m/sec) RMSD(m/sec) Zonal velocity (m/sec) RMSD(m/sec) 

Mean RMSD(m/s) 
No assim. 0.25 
DASK 0.20 
DASK+wind 0.19 

Mean RMSD(m/s) 
No assim. 0.21 
DASK 0.17 
DASK+wind 0.16 

Mean RMSD(m/s) 
No assim. 0.25 
DASK 0.20 
DASK+wind 0.19 

Mean RMSD(m/s) 
No assim. 0.23 
DASK 0.16 
DASK+wind 0.15 

Mean RMSD(m/s) 
No assim. 0.26 
DASK 0.22 
DASK+wind 0.20 

Mean RMSD(m/s) 
No assim. 0.24 
DASK 0.18 
DASK+wind 0.18 

Mean RMSD(m/s) 
No assim. 0.25 
DASK 0.24 
DASK+wind 0.22 

Mean RMSD(m/s) 
No assim. 0.23 
DASK 0.16 
DASK+wind 0.15 

Figure 2.2.22 Comparison of the mean zonal current (cm/s) of historical run (without data

assimilation) (dotted line), DASK without wind correction (solid line) and DASK with wind

correction (dashed line) with the TAO current observations (solid line) at four equatorial

mooring sites at 165°E (a,b), 170°W (c,d), 140°W (e,f), and 110°W (g,h) for two periods, before

1999 (a,c,e,g) and after 2000 (b,e,f,h). Left (right) panel in each figure shows mean zonal current

(RM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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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 자료를 동화함으로 오히려 Free Run 에 비해 평균 Bias 가 커지는 것이 흥미롭다. 이

는 수온과 염분만으로 자료동화에 의해 수치모델의 오류를 보정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나타

낸다. 이러한 문제점은 이미 Chang et al. (2013)에 의해서 지적된 바 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로 자료동화의 효과가 보다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Argo Profiler 의 역할

로 생각된다. Wind correction 에 의한 효과는 앞서 열용량을 통해 살펴본 바를 보다 잘 보여

준다. 모든 정점 그리고 모든 수심에서 RMSD (root mean square difference)가 감소하였다.

Figure 2.2.23 Sea Ice Thickness (m) produced by DASK without wind nuding

(left panel) and with 50% wind nuding (right panel)

기후모델에서 해빙의 자료동화는 아직 개선의 여지가 더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해빙 두께의

경우 과거 자료가 많지 않아 정량적인 분석은 어렵지만, 대체로 현재의 기후에 비해 저평가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빙의 범위는 비교적 관측에 가깝게 모의되고 있다.

Figure 2.2.24, 2.2.25는 자료동화를 적용했을 때 수치모델의 수온과 염분을 보정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Increment를 나타낸다. Increment 는 수치모델의 bias 와도 관련되며 이를 해석하여

수치모델의 bias 보정에도 사용할 수 있다. 수온의 Increment (Figure 2.2.24)는 자료동화에 의

해서 남반구에서 수치모델의 수온을 낮춰주고 동적도 해역에서 수온을 높여주는 것을 보여준

다. 특히 남반구의 여름철(December-January-February)에 음의 값이 크게 나타나며 북반구의

여름철(June-July-August)에 동적도 해역에서 양의 값이 크게 나타난다. 또한 봄철

(March-April-May)부터 여름철(June-July-August)까지 북아메리카와 유라시아의 연근해역에

서 큰 양의 값이 나타난다. 이는 흔히 저해상도의 기후모델에서 잘 알려진 남반구의 여름철

warm bias 와 동적도 해역에서의 cold tongue bias 와 관련됐을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그

리고 이러한 모델의 bias 는 수치모델을 이용하여 예측 실험을 수행할 때, 예측 성능을 저하시

키는 원인이 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생산된 Increment 는 그러한 모델의 bias cor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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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반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염분의 Increment 는 시공간적인 특징이 수온에서보

다는 뚜렷하지 않지만, 주로 북반구의 여름철에 북극 주변해에서 음이 값이 그리고 동대서양

적도와 인도양 적도 해역에서 양의 값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염분의 경우는 자료동화에 사용

된 자료가 수온 관측 자료보다 그 양이 적기 때문에 이로부터 생산된 Increment를 평가하기에

는 아직 부족함이 있다.

Figure 2.2.24 Temperature increment by ocean data assimilation of the

DASK averaged from 1979 to 2012 in March-April-May (Left upper

panel), Jun-July-August (Right upper panel),

September-October-November (Left lower panel), and

December-January-February (Right lower p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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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25 Salinity increment by ocean data assimilation of the DASK

averaged from 1979 to 2012 in March-April-May (Left upper panel),

Jun-July-August (Right upper panel), September-October-November

(Left lower panel), and December-January-February (Right lower panel)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서 앞선 연구에서보다 개선된 기후재분석 자료를 얻을 수 있었

다. 또한 이를 관측 자료와 그리고 수치모델과 비교 검증함으로 자료동화의 문제점 및 수치모

델의 역학적인 오류를 평가할 수 있었다. 특히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DASK 는 기존의 자료

동화 시스템(SODA, ECDA)보다 공간 해상도가 크게 떨어지거나 자료동화 기법을 적용함에

있어 수치계산량이 크게 적은 시스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된 자료의 품질은 크게 떨

어지지 않거나 오히려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기후 예측 시스템을 적용함에 있어 훨씬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DASK 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LAS 시스템(http://las.kiost.ac) 와 국제적으로 잘 알

려진 APDRC(http://apdrc.soest.hawaii.edu/datadoc/dask14.php)를 통해 배포하여 국외 연구진

에 의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관련 연구 분야에서의 한국의 국제적인 위상 제고 뿐만 아

니라 상호 검증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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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26 Introduction of the KIOST Climate Reanalysis in the APDRC 

- KIOST 지구시스템 모형을 적용한 기후재분석 자료 생산

완성된 KIOST 지구시스템 모형을 이용한 기후예측 실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자료동화

를 적용하여 기후예측 초기장으로 기후재분석 자료를 생산하였다. 또한, 생산된 기후재분석 자

료의 품위를 평가하기 위하여 기존에 생산된 기후재분석 자료와의 비교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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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27 기후재분석 자료의 해면 수온 비교

새로 생산된 자료를 KIOST로, 기존의 자료는 DASK 로 나타냈다. 이 자료들을 관측 자료

에 기반하여 생산된 영국 Met Office의 EN4 자료와 비교하였다.

해면 수온의 경우 새로 생산된 자료와 기존의 자료 간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다만 남반구

여름철에 남극해 주변에서 Warm Bias 가 완화되었다. 이는 앞서 가이아 지구시스템 모형의

품위 검증에서도 기술했듯이 남극해의 Warm Bias가 크게 개선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해면 염분의 경우 남극해와 북극해에서 그리고 적도 태평양에서 품위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극해 주변에서 기존에 보였던 고염 Bias가 사라졌으며 적도 해역에

서도 고염 Bias가 완화되었다. 뿐만 아니라 Maritime Continent 주변해역의 저염 Bias가 크게

완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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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28 기후재분석 자료의 해면 염분 비교

염분 자료의 품위 향상은 남극해의 Warm Bias 개선과 대기 자료의 품위 향상과도 밀접하

게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열대서태평양에서 강수량의 과대모의가 다소완화된 것으로 나타났

으며 과대모의되었던 무역풍 또한 현실에 가깝게 개선되었다.

Figure 2.2.29 강수량 모의 성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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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30 바람장 모의 성능 비교

2.3 지구시스템 모델을 활용한 기후예측시스템 개발

2단계 연구에서는 앞서 기술한 전지구 기후재분석 자료를 초기장으로 이용하여 기후예측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후예측시뮬레이터의 성능을 진단하였다. 이런 기후예측 실

험은 향후 엘리뇨를 비롯한 장기 기후 변동의 예측과 지구 온난화의 예측에 활용될 수 있다.

가이아 모형을 기반으로 하여 1981년부터 2012년까지 30여년에 걸쳐 1년 단위 예측을 매 2월,

5월, 8월, 11월마다 수행하여 과거 기후를 예측하였다. 각각의 과거 기후 예측은 총 8개의 앙

상블 멤버로 구성되었으며 앙상블 멤버들의 평균을 취해 결과를 얻었다. Figure 2.3.1은 과거

기후 예측의 결과로써 시작 월에 따른 1년 동안의 NINO3.4 index 예측 성능을 나타낸다. 시작

월과 상관없이 6개월 예측 성능은 모두 0.6 이상의 높은 상관도를 보인다. 12개월 예측 성능의

경우 5월 시작 실험의 경우 0.705, 2월 시작 실험의 경우 0.604로 0.6 이상의 높은 상관도를 보

이는데 반해 8월 시작 실험과 11월 시작 실험은 각각 0.312와 0.554로 상대적으로 나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들 네 실험 모두 각 실험의 봄철에 예측 성능이 급격히 낮아지는 모습을 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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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3.1 1 year forcasts of NINO3.4 from initial condition at every FEB, MAY, AUG, and NOV

from 1982 to 2011. The correlation at 12 months lead time is 0.604, 0.705, 0.312, 0.554,

respectively.

Figure 2.3.2는 Figure 2.3.1에서 보여준 예측성능을 호브뮐러 다이어그램 형태로 나

타낸 것이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각 실험의 봄철을 전후로 예측 성능이 급격히 감소하

는 spring barrier가 나타는 것이 확인된다.

Figure 2.3.2 Hovmöller diagram of 1 year forecasts of

NINO3.4

Figure 2.3.3과 Figure 2.3.4는 각 실험에서 예측을 시작한 후로 6개월 후와 12개월 후의 전

지구 해면수온의 예측 성능을 나타낸 것이다. 관측 자료와의 상관도로 나타내었으며 99%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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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도 이상에 대해서 녹황색과 적색으로 나타내었다. 실험의 시작 월과 상관없이 적도 동태평

양과 적도 중태평양에서의 상관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일반적인 동태평양 엘니뇨 뿐 아니라

중태평양 엘니뇨에 대한 예측 성능이, 그리고 적도의 기후 현상에 대한 예측 성능이 높은 것

을 알 수 있다. 또한 6개월 예측의 경우 인도양과 남서 아적도 태평양에서의 상관도가 높게

나오는 것이 특징적이다. 2월 시작 실험을 제외한 나머지 세 실험에서는 적도 대서양과 북태

평양, 그리고 북서태평양 지역에 대해 6개월 예측 상관도 또한 높게 나난다. 북위 60도선 주변

의 북 대서양의 경우 네 실험 모두 6개월 예측 상관도 뿐 아니라 12개월 예측 상관도 또한 높

게 나타나는데, 이는 장주기 변동인 AMOC (Atlantic Meridional Overturning Circulation)에

따른 결과로써 persistency가 매우 높으며, 우리 모델 뿐 아니라 대부분의 모델들이 이를 잘

모의하고 있어 특별한 양상은 아니다.

Figure 2.3.3 Horizontal maps of correlation between forecasted Sea Surface Temperature and

observed on for 6 month leading time at (a) February start simulation, (b) May start

simulation, (c)August start simulation, and (d) November start simulation. Green, yellow, and

red shading above 99% confidence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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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3.4 Horizontal maps of correlation between forcasted Sea Surface Temperature and

observed on for 12 month leading time at (a) February start simulation, (b) May start

simulation, (c)August start simulation, and (d) November start simulation. Green, yellow, and

red shading above 99% confidence level.

Figure 2.3.5는 기후 시뮬레이터의 bias correction에 따른 예측 성능 향상의 민감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수행된 bias correction rate에 따른 1년 동안의 NINO 3.4 Index 예측 성능을

나타낸 것이다. 기본적인 설정은 Figure 2.3.1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하며, 5월 시작 실험의 결

과가 가장 좋았기 때문에 모두 5월 시작 실험으로 구성하였다. Figure 2.3.1의 5월 시작 실험

결과는 Figure 2.3.5의 50% bias correction 결과에 해당하며 12개월 예측성능은 상술한바와

같이 0.705이다. 0% bias correction 과 25% bias correction 결과의 6개월과 12개월 예측 성능

은 각각 0.763/0.776 (0%)과 0.695/0.740으로 6개월 예측성능은 50% bias correction 결과보다

나쁘지만, 12개월 예측성능에 있어서는 50% bias correction 결과보다 매우 우수하다. 다만 0%

와 25% bias correction 실험의 경우 적분 초기에 예측성능이 가장 낮은 형태를 보이고 있다.

향후 추가 연구를 통해 이 현상이 개선된다면 더 좋은 예측 성능을 기대 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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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3.5 1year forecasts of NINO3.4 from initial condition from different wind bias

correction rate (0%, 25%, 50%) from 1982 to 2011. The correlation at 12 months lead

time is 0.776, 0.740, 0.705, respectively.

Figure 2.3.6 Forecast error of GAIA Climate Model initialized from February every year

by ocean data assimilation. Forecast error was obtained from the difference between

forecasted SST and climate reanalysis.

Figure 2.3.7 Same with Figure 2.3.6 but initialized from May every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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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3.8 Same with Figure 2.3.6 but initialized from August every year.

Figure 2.3.9 Same with Figure 2.3.6 but initialized from November every year.

Figure 2.3.6부터 2.3.9까지는 예측된 해면수온과 재분석 자료의 차이를 나타낸다. GAIA 모

형의 bias를 직접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각 Leading month 에 따라 2월부터 예측을

시작할 경우 다음해 1월까지 12개월의 예측된 결과와 재분석을 비교하였다. 앞서 Increment에

서 살펴보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태평양 동적도 해역에서 cold tongue bias 가 크가 나타나고

있으며 남반구에서 warm bias 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Figure 2.3.10은 앞서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2014년 5월부터 2015년 4월까지의 엘니뇨 예측

결과와 실제 엘니뇨를 비교해본 것이다. 1년 예측 후 5개월 running mean 으로 결과를 나타

내었으며, 관측값 또한 5개월 running mean으로 나타내었다. GAIA 모형이 예측한 바에 따르

면 2014년 4월 이후로 NINO3.4가 증가하기 시작해서 2014년 10월 이후로는 엘리뇨가 발달하

여 최대 1.46K 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지만, 실제로는 예측과 달리 최대 0.65K까지 증

가하였다. 이런 예측의 부정확성은 그림에서도 잘 보이듯 예보에 사용된 초기장이 가지고 있

는 오차, 즉 initial gap에 기인한다. 실시간 또는 준 실시간으로 ENSO를 비롯한 여러 기후 예

측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확한 초기장을 만들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실시간 또는

준 실시간으로 관측 자료를 확보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시스템상의 한계와 인적, 물

적 자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실시간, 그리고 준 실시간으로 관측 자료를 확보 하는데 어려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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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고 있어 이 부분의 개선이 필요하다.

Figure 2.3.10 Forecasted NINO3.4 index from May, 2014 to April, 2015 (blue line for

ensemble average, and grey lines for each ensemble member) and the real NINO3.4

index to March, 2015.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전지구 기후자료동화시스템(DASK)로부터 생산된 기후재

분석 자료를 초기장으로 사용한 기후예측 실험을 수행하였다. 1981년부터 2012년까지 약 30여

년의 과거예측을 수행한 결과 12개월 후의 예측된 NINO3.4가 관측치와 최대 0.7 이상의 상관

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기후 예측에 있어서 spring barrier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

지만 엘니뇨 예측을 비롯한 단주기 기후 변동 예측을 수행하기에 충분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에 대한 실증 차원으로 본 시스템을 이용하여 2014/15 엘니뇨를 예측하고 실제 엘니뇨를 비교

해보았다. 예측된 엘니뇨는 준 실시간 관측 자료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한 initial gap에

의해 실제보다 과대하게 모의되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기후예측 시스템은 인도양 및 북서

태평양에서도 예측 성능을 나타내고 있으며 해양 관측 자료의 수집의 지연 시간을 단축할 수

만 있다면 향후 고성능의 엘니뇨 및 계절 예측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

한 이 연구 결과 최종적으로 완성된 KIOST 지구시스템 모형을 활용하여 기후예측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보다 좋은 기후예측 시스템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2.4 CMIP6 기후변화 시나리오 자료 생산

1995 년 세계 기후 연구 프로그램 (WCRP)의 후원으로 시작된 CMIP (Coupled Model

Intercomparison Project)은 현재 여섯 번째 단계 (CMIP6) 에 이르렀다. CMIP6는 공통 실험

세트를 수행하는 모델의 결과를 국제 사회가 공유함으로 모델의 성능을 상호 비교하여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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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미래 기후에 대한 보다 정확한 시나리오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

로 하고 있다. CMIP의 이전 단계에서 모델로 생성 된 시뮬레이션 데이터는 수천 개의 연구

논문에서 사용되었으며 다중 모델 결과는 모델 시뮬레이션의 오류 및 불확실성에 대한 일부

관점을 제공하였다. 이 정보는 기후 및 기후 변화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평가하는 높은 수준

의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매우 중요하게 사용되었으며 특히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 평가보고서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어오고 있다.

CMIP6는 제 6차 IPCC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후변화 시나리오 자료를 생산

하고 있으며 본 과제의 결과로 개발된 KIOST 지구시스템 모형을 이용하여 이에 참여하고자

기후변화 시나리오 자료를 생산하였다.

Figure 2.4.1은 CMIP6를 위해 제안된 실험들을 나타낸다. CMIP6에 정식으로 참여하기 위

해서는 DECK (Diagnostic, Evalu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Klima) 실험과 과거 기후 시뮬

레이션 실험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DECK 실험에는 또한 AMIP 시뮬레이션과

Pre-industrial control simulation, 이산화탄소가 매년 1%씩 증가하는 점증실험 그리고 이산화

탄소 4배증 실험으로 구성되었다. 본 과제에서는 DECK 실험과 과거 기후시뮬레이션 실험을

수행하고 추가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대한 시나리오인 Scenario MIP 실험 중 3가지 실

험을 수행하였다. 적분을 수행한 실험의 리스트와 수행기간을 Table 2.3.1에 나타내었다.

Figure 2.4.1 CMIP6 endorsed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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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Ps
Experiment

Name
Description Periods Duration(yr)

DECK

AMIP
SST & SIC driven

atmospheric simulation
1970-2014 45

PI-control
Long-term simulation under

the 1850 conditions
2689-3188 500

1PCO2

Historical simulations under

1% per year increasing

CO2concentrationfrom1850

1850-2000 151

4xCO2

Historical simulations

under abrupt quadrupling

CO2concentrationfrom1850

1850-2000 151

Historical

run
Historical run

Historical coupled model

simulations from 1850
1850-2014 165

ScenarioMIP

SSP1-2.6

Future climate simulation

under the SSP1-2.6

scenario

2015-2100 86

SSP2-4.5

Future climate simulation

under the SSP2-4.5

scenario

2015-2100 86

SSP5-8.5

Future climate simulation

under the SSP5-8.5

scenario

2015-2100 86

Table 2.4.1 CMIP6 experiments of KIOST

DECK 실험들중 PI-control 실험은 1850년의 CO2 농도에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준 평형

기후 상태를 생성하려는 시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500년 이상의 장기 실험을 권장한다.

Historical run에서 CO2 농도 뿐만 아니라 대기 오염 물질 (SO2, 유기 탄소, black carbon)의

배출과 해당 연도의 오존을 처방하도록 설계되었다. 5가지 SSP 시나리오로 구성된

ScenarioMI은 CO2 배출량에 따른 미래 기후 전망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5가지 실

험 중에서 세 가지를 택하여 시나리오 자료를 생산하였다. 각 실험에 사용된 대기 강제 데이

터의 정보와 자료의 출처는 Table 2.4.2에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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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Subcategories Resolution Target MIPs Sources
Concentratio
ns of
greenhouse
gases

CO2,N2O,CH
4 ,
halogenated
gases

T i m e
series

DECK,
Historical run,
ScenarioMIP

http://climatecollege.unimelb.
edu.au/cmip6 (Meinshausen
et al., 2017)

Emissions of
air pollutants

SO2inAnthro
pogenic,biobu
rning,ship

S p a t i a l
maps
0.5°x0.5°

Historical run

http://www.globalchange.um
d.edu/ceds/ for
anthropogenic emissions
(Hoesly et al., in
preparation)
http://www.globalfiredata.or
g for bioburning
emissions

ScenarioMIP https://secure.iiasa.ac.at/web
-apps/ene/SspDb

OC, BC
anthropogenic
emissions

S p a t i a l
maps
0.5°x0.5°

Historical run
http://www.globalchange.um
d.edu/ceds/ (Hoesly et al.,
in preparation)

ScenarioMIP https://secure.iiasa.ac.at/web
-apps/ene/SspDb

Table 2.4.2 Anthropogenic forcings in CMIP6 runs of KIOST-ESM

KIOST-ESM에 의해 모델링 된 해수면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PI-control에서 생성된 해면

온도(SST), 해면염분(SSS) 그리고 해양혼합층깊이(MLD)의 1월-3월 (JFM) 및 7월-9월 (JAS)

기후평균값을 관측(EN4)과 비교하였다. 또한 KIOST-ESM의 기후모의 성능 개선 정도를 평가

하기 위하여 GFDL의 CM2.5 모형 결과(CM2.5K)와 비교 분석하였다.

CM2.5K를 포함한 많은 기후모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남극해 여름철 (JFM)의 Warm

Bias 가 KIOST_ESM의 PI-control에서 크게 완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2.4.2). 또

한 CM2.5K에서는 계절에 관계없이 열대 해역에서 강한 음의 편향이 관찰된다. JFM 동안

PI-control, Historical run 및 CM2.5K는 20 ° N에서 20 ° S 사이의 전 세계 열대 해역에서

각각 -0.50° C, -0.36 °C 및 -1.58 °C의 편차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2.4.2).

KIOST-ESM에 의한 JFM 열대 해역 음의 편향 문제가 크게 개선된 것은 모든 열대 해역에

서 관측된다. JAS에도 마찬가지로 KIOST-ESM이 음의 편향을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KIOST-ESM은 CM2.5K과 비교하여 북반구, 특히 JAS에 중위도 북태평양에서 지나치게

차가워지는 경향이 있다. KIOST-ESM에서 생산 된 SST는 열대 지역과 JFM 남반구에서 더

나은 성능을 보여 주지만 CM2.5K에 비해 북반구 중위도 지역에서 음의 편향이 더 커지는 문

제점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KIOST-ESM이 SST 모의 성능을 크게 개선한 것과는 달리 SSS 모의 성능의 개선 정도는

SST 만큼 뚜렷하지는 않다 (Figure 2.4.3). KIOST-ESM의 PI control 실험에서 SSS의 가장

명백한 개선은 적도태평양 해역과 JFM 시기 남극해 주변에서 관측되었다.

KIOST-ESM 및 CM2.5K는 일반적으로 전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MLD를 과대 평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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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이 있다 (Figure 2.4.4). JFM SST 및 SSS의 분포에서 예상할 수 있듯이 CM2.5K에서 남

태평양에서 과소평가된 JFM 시기 MLD는 KIOST-ESM 실험 결과들에서는 개선된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KIOST-ESM은 일반적으로 북태평양과 북대서양의 중위도 지역에서 CM2.5K

보다 뚜렷하게 JFM시기 MLD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북반구 중위도 지역에서

나타나는 SST 음의 편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Figure 2.4.2 Spatial distributions of (a-b) SST obtained

from EN4 climatology, SST differences relative to

that from EN4 of (c-d) PI-control and (e-f)

CM2.5K during (a,c,e) JFM and (b,d,f) JAS. Unit is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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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4.3 Spatial distributions of (a-b) SSS obtained

from EN4 climatology, SSS differences relative to

that from EN4 of (c-d) PI-control and (e-f)

CM2.5K during (a,c,e) JFM and (b,d,f) JAS. Unit is

psu.

Figure 2.4.4 Spatial distributions of (a-b) MLD obtained

from EN4 climatology, MLD differences relative to

that from EN4 of (c-d) PI-control and (e-f)

CM2.5K during (a,c,e) JFM and (b,d,f) JAS. Unit is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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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KIOST-ESM의 평균적인 강수, 2m 기온에 대한 모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강수를 제

외한 대기 변수의 기후 평균값은 12월에서 2월 (DJF) 그리고 6월에서 8월 (JJA)에 대해 구하

였으며, 이는 앞서 비교한 해양 변수에 비해 한 달을 앞서는 것이다. 강수량은 연간 평균값을

비교하였다.

20°N 및 20°S를 초과하는 대부분의 중위도 및 고위도 지역에서 KIOST-ESM과 CM2.5K

사이의 강수량 편향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Figure 2.4.5). KIOST-ESM에 의해 수행된

PI-control 및 Historical run의 강수량 편향은 CM2.5K와 비교하여 대부분의 지역에서 미미한

차이를 보인다. 두 모델 모두 열대 근처의 모든 해역에서 관측보다 과다 모의하는 경향이 있

다. 특히 강수량 편향은 남반구 열대 지방에서 두드러진다. 연간 평균 강수량 편향의 특징은

CMIP5 시뮬레이션 (Hwang and Frierson 2013)에서 설명한 것과 잘 일치합니다.

KIOST-ESM과 CM2.5K에서 얻은 2m 기온 편향의 공간 분포(Figure 2.4.6)는 각각 해당

모델에서 생성 된 SST 편향과 유사하다 (Figure 2.4.2). CM2.5K에서 생산된 남극해의 DJF

Warm Bias는 KIOST-EMS의 PI-control과 Historical run 실험에서 크게 감소하였다. 그 외

에도 열대해역에서 발견되는 두 계절의 CM2.5K의 차가운 기온 편향은 KIOST-ESM의

PI-control 및 Historical run 실험에서 크게 완화되었다. KIOST-ESM에서 나타난 JJA 시기

중위도 해역의 과도한 저온 편향은 JAS 시기 SST에 나타난 저온 편향에서 볼 수 있듯이

CM2.5K보다 오히려 악화되었다. 한편 두 모델 모두 DJF 시기 북미와 극동 아시아를 제외한

북반구 대부분의 지면에서 저온의 기온 편향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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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4.5 (a-c) Spatial distributions of annual

averaged precipitation rate obtained from (a) GPCP,

(b) PI-control and (c) CM2.5K. (d-e) Spatial

distributions of model biases of annual averaged

precipitation rate obtained from (d) PI-control and

(e) CM2.5K. Unit is mm/day.

Figure 2.4.6 Spatial distributions of (a-b) 2 m air

temperature obtained from ERA-Interim, 2 m air

temperature differences relative to that from

ERA-interim of (c-d) PI-control and (e-f) CM2.5K

during (a,c,e) DJF and (b,d,f) JJA. Unit is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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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OST-ESM의 MJO 모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적도 부근의 850hPa 의 동-서 성분 바람

(U850)과 Outgoing Longwave Radiation(OLR)의 파수-주파수 스펙트럼 분석을 수행하였다.

파수-주파수 스펙트럼은 모형이 MJO 변동성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수평 규모

및 주기성을 추정하기 위해 자주 사용된다 (예 : US CLIVAR MJO working group 2009).

관측에서 (Figure 2.4.7a-b), U850 및 OLR의 스펙트럼 파워는 wave number 1-2에서 피크

이며 동쪽으로 전파되는 신호에서 0.02 cycles/day의 주파수를 갖는다. 피크는 OLR에서보다

U850에서 wave number 1 에 집중되고 더욱 두드러진다. KIOST-ESM은 이러한 특성을 관측

에 가깝게 모의하고 있지만 강도 측면에서 다소 과장되어 있다. 반면에 CM2.5K의 해당 스펙

트럼 더 낮은 주파수 (주기> 80 일)에서 너무 에너지를 보여 주므로 모형이 실제와 같은

MJO 변동성을 캡처 할 수 없음을 나타낸다.

KIOST-ESM은 계절내 변동성을 모의하는 능력과 관련하여 CM2.5K보다 크게 개선되었다.

많은 기후 모형이 여전히 MJO를 현실에 가깝게 모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기작을

이해하기 위해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하다.

Figure 2.4.7 Wavenumber-frequency spectra

for summer (May-October) and winter

(November-April) obtained from (a-b)

NCEP/NOAA reanalysis, (c-d) PI-control,

and (e-f) CM2.5K simulation calculated

from (a,c,e) zonal velocity at 850 hPa

(U850) and (b,d,e) outgoing longwave

radiation (OLR). The vertical lines

correspond the periods of 30 and 80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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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4.8 Phase propogation of the BSISO (Boral Summer Intra-Seasonal

Oscillation) in the Historical run

KIOST 지구시스템 모형에서 나타나는 MJO의 동진하는 특징은 잘 나타나지만, 관측에 비

하여 위상속도가 빠르고 좁은 시간 스펙트럼에 제한된 특징이 있다. 다른 모형에 비하여

Maritime Continent를 통과하는 MJO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이에 따라 관측에 비하여

태평양에 MJO 변동성이 높게 나타난다. 또한 관측에 비하여 ISO 시간 규모의 비율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크며, 지구온난화에 따라 파수가 커지고, 주기가 짧아지며, 서태평양의 대류가 상

대적으로 더 강해지는 ISO 특징이 나타난다. 관측에 비하여 Maritime Continent의 ISO 변동

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적이다. 인도양에서 북진하는 계절내진동은 잘 나타나나 서태

평양에서 북진하는 계절내 진동은 잘 나타나지 않는다. 여름철 모형에서 나타나는 ISO는 관측

의 BSISO에 비하여 북서태평양 지역에서 약하게 나타나고 BSISO의 PC 스펙트럼은 관측에

비하여 다소 좁게 나타난다.

북서태평양 지역의 계절내 진동의 모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해양대기 상호작용고

몬순 전선 등에 대한 연구와 역학 수정이 필요할 것이다.

적도 동·중앙 태평양의 SST 변동은 관측보다 높은 값을 보였다(Figure 2.4.9). 겨울철(DJF)

Nino 3.4 지역 SST 평균값의 경우 표준편차는 1.37℃ 로 관측 0.93℃ 에 비하여 매우 큰 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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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낸다. 반면에 모형과 관측의 변동을 통해서 본 동태평양 변동의 공간분포는 상당부분 일

치함을 보여 (Figure 2.4.9a, b), ENSO 변동이 적도서태평양까지 확장하는 모습을 보이던 이전

KIOST-ESM에 비해서 상당부분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해마다 나타나는 NINO 3.4 지역

평균 SST 값의 표준편차 결과에서는 관측과 모형간의 차이가 나타나는 모습이며, 겨울철에

강하게 나타나는 관측과 다르게 모형에서는 북반구 가을철부터 (9월 부터) 강한 변동이 나타

나며 가을과 겨울의 변동값 차이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 또한 계절적으로 변동의

폭이 크게 달라지는 관측과는 달리 모형의 NINO 3.4 SST 변동은 상대적으로 연중 변화가 작

은 모습을 보였다 (Figure 2.4.9c).

DJF NINO 3.4 SST 가 표준편차 이상보다 큰(작은)인 경우를 각각 엘니뇨(라니냐) 이벤

트로 정의하여서 해당 이벤트인 해만 평균하여 전체 평균에서 빼준 합성도 분석(Composite

analysis)을 진행한 결과 KIOST-ESM PI control 의 SST 는 라니냐 시기에 수온이 떨어지는

강도가 엘니뇨 시기에 수온이 증가하는 만큼 강하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고(Figure 2.4.10a,

b), ENSO 변동이 일어나는 적도 태평양해역의 폭이 관측에 비해 모형이 좁고 길게 나타남 또

한 확인된다. 공간 분포는 관측과 마찬가지로 라니냐 시기에 전체적으로 중앙태평양 쪽으로

치우쳐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엘니뇨와 라니냐 두 시기 모두 동부 인도양과 적도 중앙·동

태평양의 SST 변동의 위상이 같고 서태평양의 위상은 반대로 나타남 또한 확인이 가능하다.

강수의 경우 엘니뇨 시기에 KIOST-ESM PI control 중앙태평양의 양의 강수위상이

관측보다 약간 서쪽으로 치우쳐져 있음이 확인 가능하며, 라니냐 시기에는 관측보다 동서로

음의 강수위상이 길게 뻗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2.4.11). 또 다른 공간상 분포의 차

이점으로는 KIOS-ESM PI control 의 경우 라니냐 시기에 적도 중앙의 음의 강수위상이 나타

나는 지역 바로북쪽에 길게 뻗어있는 양의 강수 band가 나타나는 반면 관측의 경우 중앙부

음의 강수위상 남쪽 인도네시아-호주-남태평양 중앙부에 걸친 양의 강수장이 나타난다는 것이

다 (Figure 2.4.1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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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4.9 (a) The standard deviation of monthly SST anomalies simulated in KIOST-ESM PI

control. (b) is the same as (a) but HadISST. (c), the climatological standard deviation of Nĩno

3.4 SST in each month. Black (blue) bar indicates HadISST (KIOST-ESM PI control),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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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4.10 The composite analysis of tropical Pacific SST with El Nino and La Nina events. (a)

El nĩno events simulated in KIOST-ESM PI control. (b) as (a), but La nĩna events (c) El nĩno

events in HadISST. (d) as (c), but La nĩna events.

Figure 2.4.11 The composite analysis of tropical Pacific precipitation with El Nino and La Nina

events. (a) Precipitation anomalies during El nĩno events in KIOST-ESM PI control. (b) as (a),

but La nĩna events (c) El nĩno events in HadISST. (d) as (c), but La nĩna e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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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OST-ESM PI control 과 관측의 ENSO 모의 차이는 해양-강수간 민감도 차이에서도 나

타난다. 관측에서 나타나는 겨울철(DJF) NINO 3.4 지역 평균 SST을 x 축으로 두고 같은 지

역 DJF 시기의 강수에 대한 지역평균을 y축으로 두고 그린 Scatter Plot (Figure 2.4.12a) 에

서는 SST 가 일정 값 이상 (약 27.5℃) 일 때 기울기가 확연하게 달라지는데, 이 결과를 통해

SST 가 특정 수준 이상을 넘어가면 강수-SST 간의 민감도가 크게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실제 자연현상에서 특정 수준의 열이 대기중으로 유입되면 강한 대류활동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현상은 Convective Threshold SST 로 선행연구에서 소개

된 바가 있다 (Gadgil et al. 1984). 이에 반해 KIOST-ESM PI control 에서는 이러한 급격한

민감도 변화대신 점진적으로 민감도가 커지는 형태의 산포도를 확인할 수 있다 (Figure

2.4.12b). 이는 겨울철 Nino 3.4 지역에서 관측과 같은 수준의 강수가 모의되기 위해서는 실제

자연에서 관측되는 값 보다 더 높은 SST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는 적도 태평양 지역에서

모형과 관측간 SST 차이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ITCZ 에서 관측이 모형보다 더 많은 평균 강

수량을 보여주는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관측과 다른 적도태평양의 해양-강수 간 민

감도 모의도는 KIOST-ESM PI control 이 적도해역에서 관측과 다른 주요한 이유 중 하나가

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Figure 2.4.12. Scatter plot of between SST (x axis) and precipitation (y axis) during DJF in the

Nĩno 3.4 region. a. observation, b. KIOST ESM PI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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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2 4배증 실험은 1850년 이후로 대기조건에 PI control 실험서 준 CO2양의 4배를 준 상

태로 구동한 실험으로써, 대기 중 CO2양을 연간 1% 증가실험 처럼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는 것

이 아니라 바로 4배의 수치를 준 상태에서 구동된다(Figure 2.4.13). 때문에 지구시스템이 복사

평형에 도달하기 위해서 실험 초기에 20여년에 걸친 급격한 지구온도 상승이 보여지며

(Figure 2.4.14), 어느 정도 기울기가 완만해진 이후에도 전체 기간에 걸친 점진적인 온도상승

이 보인다. 이는 지구온도의 경향이 평형상태가 되기에는 151 년 기간의 모의실험으로는 충분

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차후 더욱 장기간에 걸친 4배증 실험데이터가 필요함을 의미한

다. 초기 20년에 걸친 급격한 온도상승은 급작스럽게 강해진 표층으로 들어가는 장파복사에

대한 반응으로 보이며 이후의 점진적인 상승은 이후 해양-대기 시스템 간 되먹임작용

(feedback) 에 의한 기후환경 변화로 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전체기간의 기후변화는 대

부분 극지역의 변화가 주이며, 그 중에서도 북극지역의 변화가 남극보다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난다(Figure 2.4.15a).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구표면 온도상승을 보여주고 있지만 남극 주변

부의 일부 해역이나 북대서양지역의 열염순환에 의한 침강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진 해역의

경우 반대로 온도가 하강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양 반구에서 공통되게 겨울철의 경우 극지

방에서 강한 온도상승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인다(Figure 2.4.15b, c).

Figure 2.4.13 The evolution of atmospheric CO2 concentration prescribed in KIOST ESM experiment.

Pink line indicates 4×CO2 concentration experiment and blue denotes 1%/year increase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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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4.14 The time series of the annual global mean surface temperature simulated in KIOST

ESM 4×CO2 experiment.

Figure 2.4.15 Linear trend maps of surface temperature in KIOST ESM 4×CO2 experiment. (a) The

annual mean. (b) DJF season mean. (c) JJA season mean.



- 99 -

4배증 실험의 전체기간 평균과 PI control 전체기간 평균 간 편차는 일반적인 기후모형이

모의하는 지구온난화의 경향과 일치하는 공간패턴을 보인다 (Figure 2.4.16). 지구 표면온도의

경우 저위도 보다는 고위도 및 극지역에서 강한 온도상승을 보이며, 특히 북극지역의 변화는

PI control 에 비하여 10℃ 이상의 높은 편차를 보인다(Figure 2.4.16a). 대체적으로 육지 및 극

지역이 해양보다는 더욱 큰 온도변화를 보이고, 북반구가 남반구 보다 상대적으로 큰 온도변

화를 나타낸다. 해양의 경우 남극 주변부 해역은 다른 해역보다 낮은 온도상승을 보였으며, 북

대서양 일부에서는 감소하는 변화도 나타난다. 이는 온난화로 인한 밀도류의 침강이 약해지면

서 성층화가 나타나고, 그 때문에 빙하가 융해된 찬 해수가 표층에 머물기 때문으로 보인다.

적도태평양 해양에서는 중앙·동 태평양의 수온변화가 다른 해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게 증

가하는 El Nino-like 평균장 변화를 보인다. 강수의 경우 열대지방의 변화가 타 지역보다 두드

려졌으며, 중앙·동태평양 지역에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Figure 2.4.16b). PI control

의 경우 이 지역의 강수는 약 4mm/day 였지만, 4배증 실험으로 넘어가면서 50% 넘게 상승하

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El Nino-like 평균장 변화 보이는 SST 패턴과도 일치한다.

Figure 2.4.16 The mean state difference map between KIOST ESM 4×CO2 and PI control. (a)

surface temperature. (b) precipitation (shading). Contour denotes the climatological mean SST

and precipitation in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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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배증 실험에서 Nino 3.4 지역의 SST 표준편차의 분포는, PI control 에 비하여 그다지 큰

변화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Figure 2.4.17). 다만, 전체적으로 연 평균 3℃ 이상의 수온상승을

보였으며, ENSO 변동이 나타나는 북반구 겨울철(DJF)의 경우 4℃ 이상의 수온상응이 나타난

다. 강수의 경우, 경년변동에 있어서 상당부분 변화가 나타났으며 DJF기간 평균 강수가 PI

control 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14mm/day를 기록하는 케이스가 많이 나타남으로써 평균과 변

동성이 동시에 증가했다 (Figure 2.4.18). SST threshold는 PI control 과 마찬가지로 4배증 조

건에서도 나타나지 못하였는데, 이는 Convection 의 민감도의 급격한 상승을 일으키는 SST

threshold 는 온난화의 여부와는 상관없는 해양-대기 상호작용 메커니즘 이라는 것을 보여준

다.

Figure 2.4.17 a. The standard deviation of monthly SST anomalies simulated in KIOST-ESM PI

control. (b) as (a), but KIOST ESM 4×CO2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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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4.18 The scatter plot of between SST (x axis) and precipitation (y axis) during DJF in the

Nĩno 3.4 region in KIOST ESM 4×CO2 experiment.

  
KIOST-ESM을 이용하여 수행된 Historical run 실험에 따르면, 지구 온난화 영향으로 인한

연간 평균 지표 대기 온도의 상승은 1960 년대 이래 1961-2014 년에 0.023°C/년의 추세가 증

가하면서 두드러졌다 (Figure 2.4.19). 처음 50년 (1851-1900) 동안 대기 온도는 일반적으로

1850년의 온도보다 다소 낮았다. 1900 년경에 온도가 약간 상승한 후 그후 50년 동안

(1901-1950)에는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 (0.005°C/년)을 보였다.

대기 온도와 관련한 미래 기후 예측은 Historical run이 끝난 후 SSP1-2.6, SSP2-4.5 및

SSP5-8.5와 같은 SSP 기반 ScenarioMIP을 통해 제공된다 (Figure 2.4.19a). 예측 결과는 지구

평균 대기 온도 상승이 각 시나리오의 CO2 농도에 달려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2015-2050

년 동안 SSP1-2.6, SSP2-4.5 및 SSP5-8.5 실험에서 각각 평균 대기온도의 상승률이 각각

0.015°C/년, 0.025°C/년 및 0.027°C/년으로 예측되었으며 상승률의 차이는 있으나 증가하는 추

세는 크게 다르지 않다. 반면 각 시나리오의 온도 상승률은 2051-2100 동안 SSP1-2.6,

SSP2-4.5 및 SSP5-8.5 실험에서 각각 -0.003°C/년, 0.011°C/년 및 0.034°C/년으로 차이가 보다

분명해졌다. 한반도에서도 이러한 대기온도의 장기 추세가 비슷하게 관찰된다 (Figure

2.4.19b). 2051-2100 년 한반도의 온도 상승률은 SSP1-2.6, SSP2-4.5 및 SSP5-8.5 실험에서

각각 -0.007 °C/년, 0.002°C/년 및 0.046°C/년이다.

각 ScenarioMIP 시뮬레이션에 대한 SST 증가율의 공간 분포는 온난화 경향이 서북 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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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과 바렌츠 해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 (Figure 2.4.20). Historical run의 지난 10 년

(2005-2014)과 SSP5-8.5 실험의 마지막 10 년 (2091-2100)을 비교했을 때, 한국 주변해를 포

함한 북태평양에서 3°C 이상의 온도 상승이 예측되었다. 반면, 남극해는 온난화 경향이 가장

낮게 예측되었으며 모든 시나리오에서 오히려 냉각 경향을 보이는 지역도 나타난다.

Figure 2.4.19 Annual average of area-mean 2m

air temperature in the (a) global domain and

(b) Korean Peninsula (125°–130°E, 35°–

42°N) obtained from Historical run

(1850-2014) and ScenarioMIPs simulations

(2015-2100). Blue, green, red, and black lines

indicate those obtained from SSP1-2.6,

SSP2-4.5, SSP5-8.5 and Historical run,

respectively. Unit is °C. Vertical line

indicates the boundary of Historical run and

scenarioMIPs simulation.



- 103 -

Figure 2.4.20 Spatial distributions of the increment of

the SST of the averages for (a,d,g) 2030-2040,

(b,e,h) 2060-2070, and (c,e,i) 2090-2100 in the global

domain under the influences of the (a-c) SSP1-2.6,

(d-f) SSP2-4.5, and (g-i) SSP5-8.5 scenarios

relative to the averages for 2005-2014 estimated

from the Historical run.

Figure 2.4.21 Same as Figure 24, except for the

domain aroun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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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KIOST 지구시스템 모형의 모의 성능 및 예측성 평가

2.5.1 대규모 순환장

기후모형(climate model)의 개발은 지구시스템 모형(earth system model; ESM)으로 확장

되면 최근 수십년 동안 빠르게 발전해왔다. 그러나 대규모 순환조차도 아직 관측자료와 많은

차이를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기후모형을 개발하는 기관에서는 국제적 협조 체제인 기후모형

상호 비교 사업(Coupled Model Intercomparison Project; CMIP)이 제안되었고, 현재 50 여개

의 기후모형 또는 이에 확장된 지구시스템 모형이 그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도 이 사업

에 참여하고 있지만, 국내 자체 모형이 아닌 독일 모형 또는 영국 모형을 이용하여 사업에 참

여하고 있다. 이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는 국내 인력으로 KIOST 지구시스템모형을 개발하

였고, 이 모형을 이용하여 제 6차 CMIP에 참여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다른 많은 기후모

형 또는 지구시스템 모형이 그러하듯이 KIOST 지구시스템모형도 관측에 비하여 상당한 편이

(bias)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규모 순환과 관련하여 KIOST 지구시스템모형에서 모

의되는 주요 원격상관 모드들을 구하고, 다른 관측 기반 재분석자료와 비교하고자 한다.

북반구에서 가장 주요한 내적 모드 중 하나는 NAM(Northern Annular Mode)이다. NAM

은 AO(Artic Oscillation)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비계절성분의 SLP(Sea Level Pressure)에 대

하여 북반구 20N 이상인 지역의 첫 번째 주성분모드로 정의된다. 이 모드는 다른 대부분의

CMIP 모형에서도 잘 나타나며, 북반구의 내적 변동성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모드이

다. 이 모드를 분석하기 위하여 우선 이 모드 성분이 강한 겨울철에 대하여 평균한 자료를 이

용하여 20N 이상인 지역에 대하여 EOF 첫 번째 모드를 구하였다. 고위도 지역은 각 위도대가

차지하는 면적이 코사인의 근호에 해당하는 비율로 줄어들기 때문에 공분산행렬을 구할 때,

위도별 가중치를 취하였다. 그 모드의 첫 번째 로딩 벡터를 Figure 2.5.1에 나타내었다. 설명분

산(explained variance)는 각각 22.7%, 22.6%, 그리고 21.2%이다. NAM의 변동성의 비율은 관

측과 매우 유사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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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5.1. Northern Annular Mode for ERA40, NCEP2, and KIOST.

Figure 2. Pacific Decadal Oscillation Mode for ERA40, NCEP2, and KIOST.

그러나 패턴과 관련하여 북태평양 알류샨 지역의 변동성이 다소 과도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Figure 2.5.1c). 이러한 편이는 다른 기후모형 또는 지구시스템 모형에서도 나타나며, 심

지어 재분석자료와도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즉, NCEP2 재분석자료에 비하여 ERA40 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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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에서 나타나는 북태평양 지역 변동성이 더 크게 나타난다. 이러한 차이는 단지 북반구의

내적변동성 뿐만 아니라 ENSO에 의한 원격상관의 차이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

북태평양 지역 해양변동성의 가장 주요한 모드는 북태평양 십년진동 즉, PDO(Pacific

Decadal Oscillation)이다. 이 모드는 북태평양 지역 20N 이상의 해수면온도(sea surface

temperature; SST)의 첫 번째 EOF 모드로 정의되며, 여름철에는 혼합층이 깊어져 경년변동의

성분이 사라지므로 주로 겨울철 뚜렷하게 나타난다. 여름철에 PDO의 표층 변동 분산이 작아

지지만, 심해에 PDO의 편차가 유지되다가 그 다음 겨울에 표층에 나타나므로 PDO의 경년변

동성은 시간적으로 일치되는 성격을 갖는다. 이 모드를 구하기 위해 NAM과 마찬가지로 겨울

철 평균한 SST에 대하여 20N 이상인 북태평양 지역의 주요모드를 구하였다(Fig. 2). 재분석자

료에서 보이는 PDO 모드는 서로 유사하게 나타나지만, KIOST 지구시스템 모형에서 나타나

는 PDO 모드는 쿠로시오 확장역 부근의 변동성이 다소 과도하고 중태평양 지역의 변동성이

매우 약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성질은 KIOST 지구시스템 모형이

GFDL-CM 기반의 모형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이다(figure not shown). GFDL-CM 기반의

모형은 PDO의 변동성에 기여를 하는 서태평양 해류와 관련된 모드와 ENSO와 관련된 모드

중 서태평양 해류와 관련된 모드가 다소 과도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이와 반면에 서태평

양 해류와 관련된 모드는 약하고, ENSO와 관련된 모드가 다소 과도하게 나타나는 모형들

(MPI나 MRI 기반의 모형들)도 있다. 기후모형에서 나타나는 PDO 모드에 다양성이 있기 때문

에 KIOST 모형에서 나타나는 PDO 모드의 변동성이 재분석자료와는 차이가 있지만, 중요한

문제라기보다 개선해야 하는 부분으로 여겨질 수 있다.

적도 태평양뿐만 아니라 열대/중위도 기후변동성에서 가장 중요한 모드는 ENSO 관련된 모

드이다. ENSO 모드는 열대 태평양에서 위도 방향으로 비교적 좁게 나타나지만, 그에 대한 영

향은 정상 로스비파(staionary Rossby wave)의 형태로 거의 북반구 전체(남반구 포함)에 나타

나므로 중위도 기후변동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모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위도 지역의 계절예측성의 많은 부분은 ENSO 모드에서 기인하므로 지구시스템모형에서 모

의되는 ENSO 모드는 예측성 확보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다양한 지구시스템모형에서

모의되는 ENSO 모드는 그 패턴이나 강도, 주기 등이 상이하게 다르게 나타난다. 그 이유는

ENSO 모드의 특화하는 매개변수들이 주변 해양/대기의 편차에 의해 매우 크게 좌우되기 때

문이다. 그러므로 ENSO 모드가 관측과 유사하게 모의되는 모형은 아직은 없으며, KIOST 모

형은 그 도전적인 과정에 있다. ENSO 모드는 겨울철에 정점을 가지는 계절적 특성이 있으므

로 ENSO 모드를 구하기 위하여 겨울철 평균한 적도 SST에 대하여 첫 번째 EOF를 구하였다

(Figure 2.5.3).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이 모드는 ENSO 모드는 아니고, ENSO의 정점에 대한

모드이다. ENSO 모드는 ENSO 전이모드(transition mode)를 포함하여야 한다. 재분석자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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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보이는 ENSO 정점모드는 다른 기후모형에서 나타나는 ENSO 정점모드와 다르게 위도 방

향으로 퍼져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 KIOST 지구시스템 모형에서도 약하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그러한 특징이 보인다. 이는 KIOST 지구시스템 모형이 ENSO를 모의하는데 있어 매우

고무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기후모형에서 나타나는 것과 유사하게 ENSO

패턴이 적도 서태평양쪽으로 지나치게 확장되어 나타난다는 것이 단점이다. 이 때문에 ENSO

패턴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북동아시아 지역에 영향을 줄 때, 중간자 역할을 하는 북서태평양

아열대 고기압변동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figure not shown). 이 부분은 북동아시아 계절 예

측과 관련하여 큰 약점이고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또한, ENSO 패턴이 서태평양

쪽으로 과도하게 확장되어 있으므로 이와 연관된 인도몬순과 관련된 원격상관도 매우 약하게

나타난다. 관측에서는 이를 통해 전구순환원격상관(Circumglobal Teleconnection)이 나타나는

데, KIOST 지구시스템 모형에서 이 패턴은 매우 약하게 나타난다(figure not shown).

Figure 3. EOF1 of SST anomalies for ERA40, NCEP2, and KI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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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ENSO의 전이모드(transition mode)인 EOF2는 ERA40와 NCEP2가 매우 유사하게 나

타나지만 KIOST 지구시스템모형에서는 이 전이모드를 거의 캡쳐하지 못한다(figure not

shown). 이는 KIOST 지구시스템모형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약점이지만, 다른 많은 기후모형

에서도 이 전이모드를 캡쳐하지 못한다. ENSO에 의한 북태평양 원격상관 중 하나인 태평양-

북대서양(Pacific North Atlantic; PNA) 패턴을 보면, 이 엘니뇨 패턴의 약점이 그대로 드러난

다(Figure 2.5.4). PNA-like 패턴을 구하기 위하여 SST의 EOF1은 정점모드만 포함하고 있으

므로 ENSO와 관련된 시계열을 구하기 위하여 Nino3.4 지역의 SST 편차를 이용하였다. 북반

구 겨울철 상층은 정역학 균형에 의해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고도가 낮아지므로, 300 hPa

동서바람을 이용하여 PNA-like 패턴을 분석하였다. ENSO와 연관된 상층 패턴은 KIOST 지

구시스템모형에서 태평양에서의 원격상관이 다소 약하고, 인도양에서의 원격상관이 다소 강한

특성을 갖는다(Figure 2.5.4).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KIOST 모형에서 나타나는

엘니뇨와 연관된 적도 강수 패턴이 ENSO 패턴이 서쪽으로 확장됨에 따라 더 서쪽에서 그 정

점이 나타나고 이는 중위도로 영향을 주는 정상 로스비파를 크게 활성화하는 영역을 벗어나기

때문에 중위도로의 원격상관이 크게 약화되는 특성을 보이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ENSO와 연

관된 PDO 패턴도 같이 약화된다(Figure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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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5.4 Nino3.4-regressed zonal wind anomalies at 300 hPa for ERA40, NCEP2, and

KI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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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열대 및 중위도 원격상관의 예측성

초기화가 포함된 가이아 지구시스템모형을 이용하여 열대/중위도의 해양/대기의 예측성을

관측자료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가이아 지구시스템모형의 Hindcast 결과 중 1982년부터

2011년까지의 적분결과를 이용하였다. 엘니뇨 감시 지역인 Nino3, Nino3.4, Nino4 지수에 대하

여 가이아 지구시스템 모형을 Hindcast에서 나타나는 결과와 NOAA의 OI SST 재분석자료를

이용하여 그 예측성을 비교한 결과 상대적으로 중태평양 엘니뇨 지표인 Nino4 지수의 예측성

이 9개월 lead에 대하여 약 0.6 정도 나타나며, 이는 다른 Nino 지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Figure 2.5.5). 이는 적도 중태평양 지역 해양/대기 상호작용에 의한 ENSO 변

동성이 적도 동태평양보다는 더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엘니뇨 시기에는 워커순환이 약화되기 때문에 적도 서태평양의 강수는 약화되고 적도 중태

평양의 강수는 강화되는데, 관측에서 보면 Figure 2.5.2a와 같이 적도 서태평양 및 SPCZ 지역

에서는 음의 강수편차가 나타나고, 적도 중태평양 및 북반구 적도 동태평양에서는 양의 강수

편차가 나타난다. 계절규모에서 예측된 강수량에서도 엘니뇨와 연관된 강수 반응은 비슷하게

나타나지만, 적도 서태평양의 강수 편차가 작고, 이중 ITCZ와 관련된 양의 강수편차가 남태평

양에서도 나타난다(Figure 2.5.6b와 2.5.6c).

Figure 2.5.5 Correlation coefficients of Nino indices from KIOST and NOAA OI sea

surface temperatures with prediction leads in mon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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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5.6 Nino3.4-regressed precipitation anomalies from (a) NOAA OI SST and

CMAP precipitation, (b) KIOST hindcast results in 3-month lead, and (c)

KIOST hindcast results in 6-month lead.

가이아 지구시스템모형을 이용하여 해수면온도 및 강수량의 계절규모 예측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4계절로 나누어 관측과 각 격자별로 상관도를 구한 결과, 엘니뇨 발달 및 정점시기인

가을철과 겨울철에 해수면온도의 예측성이 높고, 엘니뇨 시작시기인 봄철에 상대적으로 엘니

뇨의 예측성이 낮음. 특히, 엘니뇨 정점시기인 겨울철에는 서태평양 지역의 계절예측성이 엘니

뇨 원격상관과 관련하여 높게 나타남(Figure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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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5.7 Predictability of sea surface temperatures from hindcast results of

KIOST Earth System model.

Figure 2.5.8 Predictability of sea surface temperatures from hindcast results of

KIOST Earth System model in East Asian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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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5.9 Predictability of precipitation rates from hindcast results of KIOST Earth

System model.

상대적으로 계절규모에서 중위도의 계절예측성은 열대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떨어진다

(Figure 2.5.8). 이는 열대 서태평양을 통한 해양 및 대기를 통한 중위도 원격상관이 가이아 지

구시스템 모형에서는 적절히 반영되지 않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비단 여름철 장마

전선과 관계된 원격상관 뿐 아니라 겨울철의 원격상관도 높지 않게 나타남을 확인 할 수 있

다. 계절규모에서 가이아 지구시스템모형을 이용한 예측성도 엘니뇨와 연관된 적도 지역에서

만 높게 나타남(Figure 2.5.9). 특히, 열대 서태평양에서도 겨울철에는 강수 예측성이 높은데,

이는 엘니뇨 정점시기 서태평양으로의 원격상관 모드에 의하여 나타난 것이며, 이와 더불어

이 지역에서 해수면온도의 예측성도 높게 나타난다(Figure 2.5.7).

엘니뇨 및 이와 연관된 강수 편차에 의해 유도된 상층 원격상관을 살펴보기 위하여 Nino

지수에 의해 회귀된 250 hPa 동서바람 편차를 구하였다. 여름철과 겨울철을 동시에 보기 위하

여 250 hPa 고도를 이용하였으며, 적도 태평양의 동서방향 민감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Nino3,

Nino3.4, 그리고 Nino4 지수를 이용하였다(Figure 2.5.10). 모형에 의해 예측된 상층 원격상관

편차는 관측보다 다소 작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모형에서 예측된 엘니뇨에 의한

강수편차의 크기는 관측과 비슷하기 때문에 관측에 비하여 모형에서 나타나는 강수에 의한 반

응은 다소 약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Nino3 지수보다 Nino4 지수의 원격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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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이 더 뚜렷하게 나타남을 관측 및 예측 결과 모두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적도 동태평양

보다는 적도 중태평양의 강수 편차에 의한 중위도 반응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Figure 2.5.10 Nino-index-regressed upper level zonal wind anomalies from (a), (b), (c)

NCEP2 reanalysis dataset and (d), (e), (f), (g), (h), and (i) the hindcast results from

KIOST Earth System model.

2.5.3 KIOST 지구시스템모형에서 나타나는 태풍활동 모의 진단

가장 강한 기상현상 중 하나인 태풍(typhoons)과 같은 열대성 저기압(tropical cyclones)은

열대지역 뿐만 아니라 중위도 지역에도 영향을 주며, 인간 사회과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다. 태풍으로부터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줄이고, 예측 방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태풍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간 패널 제 4차 보고서(The

fourth reports of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AR4-IPCC)에서는 지구온난화

와 그에 대한 지구시스템에 대한 영향에 대해 기술하였다. 태풍의 강도, 빈도, 그리고 경로는

지구온난화를 포함한 기후시스템의 변화에 기인한 하층 기온 변화에 의해 바뀔 수 있다.

태풍의 생성(cyclogenesis)는 해수면온도(SST; sea surface temperature)에 의해 크게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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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왜냐하면, 더 높은 해수면온도는 태풍형성에 더 많은 에너지와 수

증기를 공급해주기 때문이다. 특히, 수증기는 태풍에 잠열의 형태로 막대한 에너지를 공급한

다. 태풍의 형성과 발달은 해수면온도 증가에 의해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수증기량은 클라우지우스-클라이페이론 관계(Clausius-Clapeyron relationship)에 의해 해수면

온도에 따라 지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선행 연구들은 태풍의 특성이 해수

면온도 뿐만아니라 대기의 정적안정도, 상대습도, 상하층 바람쉬어 등과 같은 여러 주변 대기

의 조건에 따라 바뀔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Gray, 1979, Tang and Neelin, 2004).

지난 수십년 동안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변화에 따라 태풍의 특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수치모형을 이용한 많은 연구가 있었다. 특히, 지구온난화 환경에서 태풍을 이해하기 위한 노

력은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첫 번째 방식은 태풍의 발달에 대한 예측인자

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 예측인자는 많은 대기의 조건들을 포함한다. 이런 접근 방법은 저해상

도 모형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예, Ryan et al., 1992). 두 번째 방식은 지역기후 모형을

이용하는 것이다(예, Knutson and Tuleya, 1999). 통상적으로 지역기후 모형은 고해상도 모형

이 이용된다. 이 중규모 모형은 해수면온도와 같은 전구모형에서 얻어진 경계조건과 대기의

경계조건을 이용한다. 세 번째 방식은 전구모형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지구온난화 환

경에서 태풍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보다 직접적인 접근 방법이다(예, Bengtsson et al.,

1995). 이 방법은 현실적인 태풍을 모의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고해상도 모형이 요구되지만,

현재까지 이 접근 방법을 이용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태풍에 대한 지구온난화의 영향에 대한 모형 결과는 모형마다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는 불

충분한 모형 성능, 해상도 문제, 그리고 다른 경계조건 때문이다(Solomon et al., 2007). 예를

들어, 200-km 수평격자 해상도를 가진 전지구모형(GCM; general circulation model)은 지구온

난화에 따라 태풍의 수가 거의 변화하지 않았지만(Bengtsson et al., 2006), 100-km 해상도를

가진 모형은 TC의 수가 크게 감소하였으며, 태풍의 최대 강도는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을 모의

하였다(Sugi et al., 2002).

Yoshimura et al. (2006)는 100-km 해상도 모형을 이용하여 약한 태풍수가 감소하고, 강한

태풍의 수는 변화가 없음을 보였고, 100-km 해상도를 가진 또 다른 모형은 결과는 태풍수는

전반적으로 줄어들지만, 태풍의 강도는 약간 증가한다는 것을 보였다(McDonald et al., 2005).

100-km 해상도를 가지 또 다른 연구 결과는 태풍의 빈도와 강도 모두 줄어들고, 평균 강수와

극한 강수의 빈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보였다(Hasegawa and Emori, 2005). Chauvin et al.

(2006)는 50-km 해상도 모형을 이용하여 지구온난화에 따라 강수량 관점에서 태풍의 강도가

증가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고해상도 전구모형은 태풍을 더욱 현실적으로 모의할 수 있다.

Bengtsson et al. (2007)은 여러 해상도에 따라 태풍의 모의 정도를 연구하였는데, 40-km 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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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모형을 이용하였을 때, 보다 현실적으로 태풍의 비대칭적인 구조를 모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였다. 한편, 그들은 지구온난화에 따라 약한 태풍은 감소하고, 강한 태풍은 증가할 수 있다

는 것을 제시하였는데, Oouchi et al. (2006)도 20-km 해상도 모형을 이용하여 지역적인 차이

가 있지만, 약한 태풍이 감소하고 강한 태풍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였다. 그러나, Oouchi

et al. (2006)의 연구는 매우 고해상도 모형이어서 통계적으로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에는 적분

기간이 다소 짧다. 많은 모형 결과들이 미래 온난화 기후환경에서 태풍수의 감소를 예측하였

는데, 많은 학자들은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였다. Sugi et al. (2002)는 태풍

수의 감소가 열대 순환의 감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였다. 그리고 그 열대순환의

감소는 대류권의 대기 안정도의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Bengtsson et al.

(2007)은 수문순환을 이용하여 Sugi et al. (2002)의 결과를 지지하였고, 태풍의 생성에 있어서

연직 바람쉬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태풍 특성변화에 대한 이해는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갈 길이

멀다. 특히, 열대 순환의 약화는 지역적인 태풍빈도의 차이를 설명해주지 못하며, 대부분의 모

형은 약 100-km 수평 해상도이거나 이보다 낮은 해상도 전구모형이다. Bengtsson et al.

(2007)은 태풍의 현실적 구2조를 모의하기 위하여 최소 60-km 해상도 모형을 이용해야 한다

고 지적하였다. 한편, 관측자료에 따르면, 태풍 빈도수의 장기경향은 지역적으로 차이가 크며

뚜렷하지가 않다. 1980년대 중반 이전의 태풍 자료가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지

만, 지구온난화에 따라 해수면온도가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측적인 태풍빈도 및 장

기 변동성에 대한 변화는 뚜렷하지 않다(Webster et al., 2005). 그리고 그들은 강한 태풍이 더

빈번히 생성되고 있으며, 약한 태풍은 지난 수십년 동안 줄어들었음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현재 기후변화에 따라 혹은 향후 지속될 수 있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따라 저

해상도 기후모형을 활용하여 태풍 빈도를 지수화한 생성잠재지수(Genesis Potential Index;

GPI)의 변화 특성을 살펴보았다. 생성잠재지수(GPI; Genesis Potential Index)는 Gray (1979)의

연구를 확장한 Emanuel and Nolan (2004)에 의해 이루어졌다. 우선, 물리적 배경 하에 많은

환경변수가 GPI를 개발하는데 사용되었다. 이런 변수의 선택은 현재기후에만 적용되는 그런

매개변수의 사용을 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해수면온도의 특별한 기준(threshold)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는 다른 기후에서 그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Gray의 지수는 태풍생성

에 있어 해수면온도 기준값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현재기후에서는 적용되지만, 다른 기후에서

는 다른 값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 때문에 Gray 지수는 기후변화 실험에 대해

서는 사용하기가 어렵다.

GPI에 대한 예측인자로 잠재강도, 상대습도, 여러층의 절대 소용돌이도, 그리고 상하층 바

람쉬어가 사용되었다. 바람쉬어는 850 hPa 수평바람과 200 hPa 수평바람의 차이의 절대값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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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된다. 바람쉬어는 종종 태풍발생과 강도변화에 중요한 인자로 고려되어 왔다. 잠재강도는

재분석자료에서 해수면온도, 해면기압, 온도, 습도의 연직 프로파일을 이용하여 구해질 수 있

다. 그리고 태풍 생성위치와 빈도는 1970년대 이후의 JTWC의 최적경로자료가 이용되었다. 월

평균값에 대하여 각반구의 태풍생성의 연변동과 공간패턴에 대해야 최적화하였다. 이 최적화

방법은 객관적 다중회귀방법을 이용하였다. 이를 토대로 최적의 매개변수 조합을 얻었고, 다음

과 같은 지수를 얻었다.

    
   

 

여기서 는 850 hPa에서의 절대 소용돌이도( ), 는 600 hPa에서의 상대습도(%), 은

잠재강도(m/s), 그리고 는 850 hPa과 200 hPa의 수평바람의 연직 바람쉬어의 크기이다. 이

값이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태풍발생 빈도를 의미하지만, 값 자체는 일정한 차원을 갖지

않는다. 한편, 최적경로2자료를 활용하여 위식을 적합(fitting)시켰을 때, 로그(log) 함수가 이용

되었는데, 다중회귀로 적합시킬 때, 찾아졌던 지수값은 가장 가까운 정수로 표현되었다. 그러

므로, 이 수식은 더 높은 정확도를 보장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이 지수는 관측자료 뿐만 아니

라 모형자료의 기후값을 잘 재생산할 수 있다.

Figure 2.5.11은 NCEP/NCAR 재분석자료의 기후값으로부터 얻어진 GPI이다. 재분석자료로

부터 얻어진 GPI는 관측의 태풍발생 빈도와 매우 유사한 분포를 가진다. 한편, 각 대양에서의

GPI 기후값은 관측의 태풍발생빈도와 매우 유사한 패턴을 가진다. 그렇다면, 동서방향의 해수

면온도 경도의 증가와 감소로 인해 중태평양의 태풍수의 증가와 감소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하여 우선, 관측자료, 즉 재분석자료를 이용하여 GPI의 증감을

살펴보았다. 우선, 동서방향의 해수면온도 경도를 지수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해수면온도

지수를 정의하였다.

SST index (SSTI)

= SSTA(150W-90W, 10S-10N) minus SSTA(120E-180, 10S-10N)

SSTI가 큰 값이면, 서태평양의 해수면온도가 더 크기 때문에 동서방향의 해수면온도 경도

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작은 값이면 반대로 동서방향의 해수면온도 경도가 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SSTI를 정규화(normalization)하여 1 표준편차 보다 큰 경우와 –1 표준편

차보다 작은 경우를 합성하여 GPI의 편차를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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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는 Figure 2.5.12에서 보이는 바와 같다. 고해상도 모형결과에서 보인 결과와 유사하

게 중태평양에서 태풍빈도가 증가하고, 서태평양에서 태풍 발생 빈도가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GPI를 태풍발생빈도로 나타낼 수 있을 때를 가정한 것이다.

Figure 2.5.11 Map of GPI climatology from NCEP/NCAR reanalysis dataset. (a) annual

mean, and (b) JASON (July, August, September, October, and November ) s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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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5.12 Composite GPI anomaly for (a) positive SST index, and (b) negative SST

index during JASON (July, August, September, October, and November) season.

재분석자료에 의한 GPI 합성도를 보았을 때는 서태평양의 북쪽 지역에 큰 편차를 보이는

데, 태풍발생은 30N 이상의 고위도에서 거의 일어나지 않으므로, 고위도의 GPI 편차는 그다지

의미가 없어보인다. 이는 고위도의 환경변수 즉, 해수면온도, 상대습도, 잠재강도, 그리고 상하

층 바람쉬어가 그 남쪽의 환경변수 값들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다. 이는

GPI가 개선될 여지가 있음을 의미한다. 사실, GPI는 재분석자료에 대한 기후값에 적합된 지수

이므로, 기후값에 대해서는 관측 태풍의 발생 빈도와 매우 유사한 특성을 보이지만, 경년변동

성을 비롯한 편차에 대해서는 상당한 약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엘니뇨 혹은 라니냐에 대한

GPI 분석을 통해서 이미 GPI의 유용성이 검증된 바 있다(Camargo et al. 2007).

전구모형자료를 이용하여 계산된 GPI 역시 관측자료의 결과와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

IPCC 제 4차 보고서에 참여하는 20개의 모형을 이용하여 이를 분석하였다. IPCC 제 4차 보고

서에서는 모두 23개의 모형이 있지만, GPI를 계산하기 위한 자료가 오직 20개 모형만 완벽히

갖추고 있어 20개의 모형을 이용하여 GPI의 변동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기간은 1900년에서

1999년까지 확장된 여름철(7월부터 11월까지)이며, 100년의 적분결과를 이용하였다. 사용된 변

수는 해수면온도, 해면기압, 동서방향 바람, 남북방향 바람, 연직 프로파일을 가진 기온과 비습

이다. 사용된 모형은 bccr_bcm2_0, cccma_cgcm3_1, cccma_cgcm3_1_t63, cnrm_cm3,

csiro_mk3_5, gfdl_cm2_0, gfdl_cm2_1, giss_model_e_h, giss_model_e_r, iap_fgoals1_0_g,

ingv_echam4, inmcm3_0, miroc3_2_hires, miroc3_2_medres, mpi_echam5, mri_cgcm2_3_2a,

ncar_ccsm3_0, ncar_pcm1, ukmo_hadcm3, 그리고 ukmo_hadgem1이다. SSTI에 대한 반응을

보기 위하여 SSTI에 회귀된 GPI를 그린 결과는 Fig. 13와 같다. 모형마다 어느 정도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중태평양의 양의 편차를 보인다.

AR4-IPCC 모형의 해양변수 뿐만 아니라 대기변수는 모형마다 상당히 다른 성능을 보인다.

그러므로, 단일한 결합 전구모형의 결과를 이용하여 경년변동성을 살펴보는데는 상당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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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그러나, 이 모형들을 앙상블한다면, 모형의 편이(bias)를 상당히 줄일 수 있으며, 비교

적 저해상도 모형이라고 하더라도, 모형결과의 신빙성을 상당히 높일 수 있다. Figure 13a는

AR4-IPCC 20개 모형을 앙상블한 GPI 기후값이다. 결합 전구모형임을 감안할 때, GPI의 기후

패턴은 관측의 태풍발생 기후패턴과 상당히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SSTI에 회귀된

GPI 역시 20개 모형을 앙상블하여 구하였다. 그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 중태평양에서의 GPI

증가를 보인다. 채색된 부분은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영을 나타내는데, 이는

중태평양에서의 GPI 증가는 많은 모형에서 비슷하게 모의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동

태평양의 해수면온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해수면온도 분포 즉, 동서방향의 해수면온도가 줄어

든 경우 결합 전구 기후모형은 상대적으로 저해상도 모형일지라도 중태평양의 양의 GPI 편차

를 만들어 낸다.

즉, 중태평양의 태풍의 증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동서방향의 해수면온

도 경도가 늘어난 경우 기후모형은 중태평양에서 음의 GPI 편차를 만들어내는데, 이 역시 중

태평양에서의 태풍 발생수의 감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

동서방향 해수면온도 경도 증가 -> 중태평양의 GPI 증가 그리고 서태평양의 GPI 감소 ->

중태평양의 태풍발생의 증가 그리고 서태평양의 태풍발생의 감소

동서방향 해수면온도 경도 감소 -> 중태평양의 GPI 증가 그리고 서태평양의 GPI 증가 ->

중태평양의 태풍발생의 감소 그리고 서태평양의 태풍발생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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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5.13 (a) Map of climatology of GPI during JASON (July, August, September,

October, and November) season for 20-model ensemble of AR4-IPCC models. (b)

Same as (a) but except for SSTI-regressed GPI anomaly.

이와 같은 결과를 만들어 내는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다. 즉, 동서방향 해수면온도 경도 감

소는 무역풍의 감소를 이끌고 이는 중태평양의 상하층 바람쉬어를 약화시키고, 이는 태풍씨앗

의 발달을 돕고, 중태평양의 수증기 수렴을 유도하여 중태평양의 태풍발생을 증가시킨다. 반대

로 서태평양에서는 하층에 수렴이 억제되어 태풍발생이 억제된다. 그래서 서태평양에서의 태

풍발생은 감소된다.

고해상도 모형이라면, 태풍발생에 대한 환경변수를 분석함으로써 태풍의 발생과 감소에 대

한 이유 혹은 원인을 밝혀낼 수 있겠지만, GPI는 환경변수의 함수이므로 그러한 분석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렇다면, GPI 편차를 만들어 내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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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답을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을 하였다. GPI는 네 개의 큰 환경변수의 함수로 표현

된다. 즉, GPI는 절대소용돌이도, 상대습도, 잠재강도, 그리고 상하층 바람쉬어의 함수이다. 앞

서 소개한 GPI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log  log  log   log  log  

여기서, a, b, c, 그리고 d는 상수이다. 따라서, GPI는 네 가지 환경변수 절대소용돌이도, 상

대습도, 잠재강도, 상하층 바람쉬어 변동성의 선형결합으로 설명될 수 있다. 특정 변수의 기여

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나머지 변수는 기후값으로 처방하고, 기여도 측정을 원하는 변수만 편

차를 포함한 값을 주어 GPI를 재계산하였다. 그러면, 특정 변수의 기여도를 살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상하층 바람쉬어의 기여도를 알고 싶다면, 상대소용돌이도, 상대습도, 잠재강도의

값은 기후값으로 두고, 상하층 바람쉬어만 SSTI에 대한 편차를 가진 값으로 두어 GPI를 계산

한다.

Figure 2.5.14는 기후모형에서의 기여도 분석결과이다. 상대소용돌이도와 상대습도가 중태평

양의 GPI 양의 편차를 만들어 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잠재강도와 상하층 바람쉬어는 서

태평양에서 GPI의 음의 편차를 만들어 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중태평양 GPI 편차

를 만들어 내는데, 상대소용돌이도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의 조

합으로 SSTI가 양수일 때, 즉 동서방향의 해수면온도 경도가 줄어들었을 때, 서태평양에서는

GPI가 감소되고, 중태평양에서는 GPI가 증가된다. 앙상블 결과를 보면, 중태평양에서의 GPI

증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데, 서태평양에서는 음의 값이 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 이유는 결합 전구 모형이 서태평양의 대기변수를 적절히 모의하지 못하기 때

문이다. 또한, 모형마다 서태평양의 모의 결과는 매우 다른 특성을 보인다. 이는 계절내진동,

동아시아 몬순 등 역학-열역학적인 기후변동성이 활발한 서태평양 및 동아시아 지역을 모의하

는데, 현재 상태의 기후모형은 한계가 있음을 얘기해 준다. 특히, 서태평양 지역은 다른 지역

에 비해 대기와 해양의 피드백이 활발한 지역인데, 현재 상태의 기후모형은 이들의 관계를 적

절히 모의하지 못한다. 한편, 계절내 진동은 서태평양 경년변동성을 만들어 내는데 매우 중요

한 요소인데, 계절내 진동의 모의가 아직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서태평양에

서 SSTI에 따라 음의 GPI 편차를 갖지만, 모형마다 차이가 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한 결

과를 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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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5.14 Partial contribution of each variables to GPI anomaly. (a) vorticity, (b)

relative humidity, (c) potential intensity, and (d) vertical wind shear of horizontal

winds for ensemble of 20-AR4-IPCC coupled GCMs.

한편, 앞에서 중태평양 태풍발생수의 증가를 만들어 내는 주요한 원인이 상하층의 바람쉬어

라고 설명을 했었는데, 이는 앞선 기여도 분석의 결과와는 차이가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이 설

명을 할 수 있다. GPI를 이루는 변수들은 서로 상관성을 가지고 있다. GPI의 기여도 분석에서

는 다른 변수를 고정하였으므로, GPI 편차를 만들어 내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 변수를 찾을 수

있다. 즉, 상하층 바람 쉬어가 변해도 상대소용돌이도가 변하지 않으면, GPI 편차를 만들어 내

기 어렵다는 것이다. 앞선 기여도 분석에서 GPI 편차를 만들어 내는 가장 중요하고 직접적인

원인은 상대소용돌이도이다. 그렇다면, 실제 상하층의 바람쉬어가 변할 때, 상대소용돌이도가

변할까? 그렇다. 상하층의 바람쉬어와 상대소용돌이도는 매우 뚜렷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Fig. 26을 보면, SSTI는 다른 모든 GPI 환경변수와 상관성을 가지고 있다. 즉, 이는 다음과 같

이 해석할 수 있다. SSTI가 커지면, 동태평양의 해수면온도가 증가하고, 서태평양의 해수면온

도가 감소하여 잠재강도의 동서분포를 만들어 서태평양에서의 잠재강도 감소와 동태평양에서

의 잠재강도 증가를 유도한다. 이 패턴은 중태평양 하층의 무역풍의 약화시켜 상하층 바람쉬

어의 감도를 유도한다(Fig. 15d). 또한, 이러한 하층 바람은 북반구의 양의 소용돌이도를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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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남반구에 음의 소용돌이도를 유도한다. 그리고 중태평양에 하층 수렴이 있기 때문에 중

태평양으로의 하층 수증기속이 증가하여 중태평양에서 상대습도가 증가된다. 이와 같은 결과

는 고해상도 모형에서 얻은 결과와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Figure 2.5.15 Maps of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SSTI and (a) vorticity, (b) relative

humidity, (c) potential intensity, and (d) vertical wind shear of horizontal winds.

GPI 분석을 통해서 태풍의 발생 빈도를 추정할 수 있으며, 따라서 대규모 환경변수의 변동

성에 따라 태풍의 발생 빈도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동서방향 해수면온도 경도

감소는 중태평양의 GPI를 증가시켜 중태평양의 태풍발생 빈도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반대로

서태평양의 GPI를 감소시켜 서태평양의 태풍발생 빈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 이 GPI를 변화시

키는 가장 직접적인 인자는 대규모 소용돌이도 변화이지만, 동서방향 해수면 온도 경도 감소

는 다른 모든 환경변수의 변화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소용돌이도 변화는 GPI의 변동을 일으

키는 모든 이유가 될 수 없다. 한편, 고해상도 모형에서 설명한 방식과 같이 동서방향 해수면

온도 경도 감소는 중태평양의 바람쉬어 감소, 상대소용돌이도 증가, 상대습도의 증가, 그리고

서태평양의 잠재강도의 감소를 야기하여 재분석 자료와 결합 전구모형 결과에 보인 바와 같이

서태평양에서의 GPI 감소와 중태평양에서의 GPI 증가를 만들어 낸다.

재분석 자료의 성능검증을 위하여 각 기후평균을 비교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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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변수의 복합적 성능검증을 위하여 다양한 열역학 변수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태풍잠재빈도의

특징을 비교하는 것이 한가지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NCEP/NCAR 재분석 자료는 물론

KIOST 재분석 자료에서 나타나는 태풍잠재빈도의 기후 평균 연진동을 살펴보고 관측태풍빈

도와 비교하고자 한다. 또한, 편이(bias)가 나타난다면, 그 편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태풍

이 북반구에서 가장 활발한 계절인 JASON(July, August, September, October, and

November)에 대한 평균 GPI와 관측태풍 빈도수를 계산하였다 (Figure 2.5.16).

Figure 2.5.16 Climatological mean of GPI from (a) NCEP/NCAR reanalysis and (b)

KIOST reanalysis by KIOST climate model in JASON (July, August, September,

October, and November) season. (b) Genesis locations of tropical cyclones from

JTWC (the Joint Typhoon Warning Center) in JASON. Colors indicate mean

genesis frequency of 5.0 by 5.0 degree grid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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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WC의 열대저기압 최적경로자료로부터 추출된 열대저기압 생성위치와 빈도의 기후값 공

간분포는 NCEP/NCAR 및 KIOST 재분석 자료로부터 계산된 GPI의 기후값의 공간분포와 유

사하다. 특히 북반구에서 열대저기압 활동이 가장 활발한 7월, 8월, 9월, 10월 그리고 11월

(JASON 계절) GPI의 기후값은 북서태평양 지역과 북반구 동태평양 및 북대서양 지역에서 큰

값을 갖는데, 이는 관측된 열대저기압의 생성빈도의 분포와 유사하다. 그러나 북대서양의 GPI

는 관측 열대저기압의 빈도에 비하여 고평가되는 등 일부 지역에서는 서로 불일치되는 부분이

있다. 재분석자료에 의한 GPI 합성도를 보았을 때는 서태평양의 북쪽 지역에 큰 편차를 보이

는데, 태풍발생은 30°N 이상의 고위도에서 거의 일어나지 않으므로, 고위도의 GPI 편차는 그

다지 의미가 없어보인다. 이는 고위도의 환경변수 즉, 해수면온도, 상대습도, 잠재강도, 그리고

상하층 바람쉬어가 그 남쪽의 환경변수 값들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다.

Figure 2.5.17 Annual cycle of mean genesis potential index and climatological number of

tropical cyclones in the (a) Northern Hemisphere, (b) western North Pacific, (c)

northern Indian, and (d) Eastern Pacific and Atlantic basins. Closed bar, red open

circle, and blue closed circle indicate observed TC genesis, GPI from NCEP/NCAR

reanalysis, and GPI from KIOST reanalysi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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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GPI가 개선될 여지가 있음을 의미한다. 사실, GPI는 재분석자료에 대한 기후값에 적

합된 지수이므로, 기후값에 대해서는 관측 태풍의 발생 빈도와 매우 유사한 특성을 보이지만,

경년변동성을 비롯한 편차에 대해서는 상당한 약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엘니뇨 혹은 라니

냐에 대한 GPI 분석을 통해서 이미 GPI의 유용성이 검증된 바 있다(Camargo et al. 2007). 한

편, NCEP/NCAR 재분석자료에서 나타나는 GPI는 KIOST 재분석 자료의 GPI보다 작다. 이부

분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될 것이다.

한편, 재분석 자료에 의한 GPI 기후값의 시간적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각 대양에 대하여

GPI를 공간평균하여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대양은 적도에서 40°N에 대하여 다음과

같다. 우선 북서태평양 지역(WP; Western North Pacific)은 100°-180°E, 북동태평양 및 대서

양 지역(EP+AT; Eastern North Pacific and Atlantic)은 180°-30°W, 그리고 북인도양 지역

(IO; Indian Ocean)은 30°-100°E이다. 각 대양에서 평균된 GPI는 관측 태풍 빈도의 연변화와

비교되었는데, 두 GPI와 관측 태풍 빈도의 연변화는 잘 일치한다(Figure 2.5.17). 특히, 북인도

양 지역에서 북반구 여름철에 태풍 빈도가 감소하고 늦가을에 최대가 나타나는 특징을 GPI는

잘 잡아낸다. 한편, 여기서 제시된 GPI의 기후값은 그 절대값의 크기로 다른 지역의 태풍 생

성빈도와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상대적으로 넓은 면적을 가진 북동태평양 및 대서양 지

역보다 북서태평양 지역이 더 큰 GPI 평균값을 갖는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되었듯이

GPI는 정성적으로 단위면적당 단위시간당 잠재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태풍의 수를 의미하지

만, 특별한 단위는 없다.

KIOST 재분석 자료의 GPI는 NCEP/NCAR 재분석자료의 것보다 더 큰 값을 갖는데, 이는

재분석자료의 중충상대습도와 KIOST 재분석 자료의 중층상대습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IPCC(Intergovernmental Panel for Climate Change) 제 4차 보고서에 참

여하는 CMIP3(the Climate Model Intercomparison Project phase 3) 모형자료로부터 계산된

GPI도 재분석자료에 비해 고평가한다고 지적하였다(Camargo et al., 2007; Walsh et al. 2012).

또한, 그 이유로 재분석자료에 비해 기후모형의 더 큰 중층 상대습도가 제시되었다. 이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CMIP5 모형자료의 중층상대습도를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재분석자료의 중층상

대습도와 비교하였다(Figure 2.5.18). Figure 2.5.18은 700 hPa 상대습도의 상대적 오차(relative

error)를 나타낸다. 상대적 오차는 재분석자료의 기후값으로 정규화된 재분석자료의 기후값과

의 차이다. 몇 모델들, CanESM2, CNRM-CM5, GISS-E2-H, GISS-E2-R, HadGEM2-AO,

HadGEM2-CC, 그리고 HadGEM2-ES는 상대습도에 대한 상대적 오차가 태평양 및 북대서양

에서 다른 모형에 비해 작다. GPI는 700 hPa 상대습도의 세제곱에 비례하므로, 다른 변수의

오차에 비해 상대습도의 오차는 GPI에 민감하게 영향을 미친다. 한편, 이러한 차이는 CMI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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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성능과는 별도로 NCEP/NCAR 재분석 자료의 중층 상대습도에 대한 음의 편이(Bony et

al. 1997)에 기인할 수도 있다. 또한, 재분석자료의 습도는 관측 자체가 아니라 모델에 의해 동

화(assimilation)된 결과이므로 재분석자료의 습도가 실제값이라고 하기에 어렵다.

Figure 2.5.18 Maps of relative error of relative humidity at 700 hPa in JASON

season for (a) KIOST reanalysis, (b) 18-model ensemble mean, (c) CanESM2,

(d) CCSM4, (e) CESM1(CAM5), (f) CNRM-CM5, (f) CSIRO-Mk3.6.0, (g)

GFDL-ESM2M, (h) GISS-E2-H, (i) GISS-E2-R, (j) HadGEM2-AO, (k)

HadGEM2-CC, (l) HadGEM2-ES, (m) INM-CM4, (n) IPSL-CM5A-MR, (o)

MIROC5, (p) MPI-ESM-LR, (q) MRI-CGCM3, (r) NorESM1-ME, and (s)

NorESM1-M. The relative error is defined as the difference of the model

climatology and the reanalysis climatology at each grid point normalized by the

magnitude of the reanalysis climatology at that grid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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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I를 이용하면 태풍발생에 대한 열역학적인 특성을 정량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온실

기체에 의해 온난화된 기후에서 잠재생성빈도의 변화를 보기 위하여 CMIP5(the coupled

model intercomparison project phase 5) 모형 자료를 활용하였다(Taylor et al., 2012). 사용된

시나리오는 현재기후를 모의하는 historical 시나리오와 미래기후를 모의하는 rcp45 시나리오가

이용되었다. historical 시나리오는 자연적 변동성과 인류의 변동성이 포함된 관측된 대기의 강

제력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시간적으로 변화하는 지표 특성이 포함되어 있다. 적분기간은 모형

에 따라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1850년부터 2005년까지이다. 분석에 사용된 기간은 20세기 후반

즉, 1971년부터 2000년까지이다. 미래기후 시나리오는 온실기체에 의한 복사강제력이 4.5

W/m^2가 될 때까지 복사강제력을 증가시키고 그 이후에는 복사강제력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대략 1970년대부터 복사강제력이 일정하게 유지되며, 적분기간은 모형에 따라 다르지만, 공통

적으로 2006년부터 2100년까지이다.

Figure 2.5.19 Maps of genesis potential index differences of historical and RCP 4.5 scenario

runs in CMIP5 climate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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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5.20 Same as Figure 2.5.19 except for 18-model ensemble mean. Shaded areas

indicate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95% confidence level by Student’s t-test.

분석에 사용된 기간은 커밋기간(commitment period)인 2070년부터 2099년까지이다. 1년을

뺀 이유는 모형중 일부가 2099년까지 적분되었기 때문이다. 이 두 기간의 잠재강도를 비교함

으로써 미래기후에서의 잠재강도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잠재강도를 계산하기 위하여 월

(monthly)평균자료가 이용되었으며, 모델간 앙상블 평균을 구하기 위하여 모든 자료는 2.5도

x2.5도 격자로 내삽(interpolation)되었다. 그리고, 사용된 모형은 가용 가능한 18개의 모형이

이용되었다. 잠재강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러 변수, 즉, 해수면온도, 해면기압, 연직분포를 갖

는 온도와 비습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용한 모형이 제한이 된다. 모형의 격자는 대략 1도에

서 2.5도 정도이므로 모형자료에서 직접 태풍의 소용돌이(TC-like vortex)를 추출하기는 어려

우며, 추출한다고 하더라도, 태풍의 발생수나 경로나 관측값과 큰 차이가 난다(Carmago et al.,

2013, personal communication). 일부 모형은 그 기관이 중복되는데, 같은 기관에서 제출된 모

형들은 서로 비슷한 모의 성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다른 모형과 함께 산술적으로 평균하여 앙

상블 평균을 구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전체 18개 모형에 비해 중복되는 기

관의 모형 수는 소수이므로 모형의 기관중복성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어떤

모형은 다수의 앙상블 런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하나의 앙상블 결과만 분석하였다. 왜냐하

면, 같은 기관의 모형의 차이보다도 앙상블 런의 차이가 더 작기 때문이다.

우선, Figure 2.1.19에 태풍 잠재생성빈도(GPI)의 미래기후와 현재기후 차이를 보였다. 잠재

생성빈도는 북반구 특히 태평양과 대서양에서 태풍이 가장 활발한 계절인 JASON 계절(7월, 8

월, 9월, 10월, 11월)에 대해서 계산하였고, 기후값을 비교하기 위하여 각각 30년 평균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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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비교하였다. 모형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GPI는 증가하는 경향을 갖는다. 앙상블

평균의 차이는 Figure 2.5.20에 보인다. 채색된 부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역을 나타내는데,

태풍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인 북서태평양과 중태평양에서 태풍의 잠재생성빈도는 증가하는 경

향을 갖는다. 그럼, 이 태풍의 잠재생성빈도의 증가의 원인은 무엇일까? 태풍 잠재생성빈도의

변동성은 선행연구에서 소용돌이도, 상대습도, 잠재강도(potential intensity), 바람쉬어의 유기

적인 변동에 의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변동에 의해 좌우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중 근원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잠재강도의 변화이다. 이는 미래기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태풍의 강도가 점점 강해지는데, 그렇다면 태풍 잠재강도의 증가원인은 무엇일까? 이 질

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태풍잠재강도 변화에 대한 기여도를 분석하였다.

태풍 잠재강도의 열역학적 부분 역시도 해수면온도(SST), 해면기압(SLP), 기온(T), 그리고

비습(q)에 의해서 좌우되므로 각각의 인자들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각 인자들의 변화를 고

려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이 이용되었다. 우선 현재기후와 미래기후로 기간을 나누었다.

현재기후를 P1 기간 그리고, 미래기후를 P2 기간으로 정하였다. 열역학적 잠재강도는 다음과

같이 SST, SLP, T, 그리고, q의 함수이다.

PI = f (SST, SLP, T, q)

따라서, SST의 기여도를 보기 위하여 P2의 PI를 구하기 위하여 SST는 P2의 기후값을 그

리고, 나머지 SLP, T, q는 P1의 기후값을 이용하였다. 이렇게 해서 구해진 PI에 P1 기간에 대

한 PI를 빼면 SST의 독립적인 기여도를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나머지, SLP, T, 그리고 q

의 기여도를 각각 구하였다(Figure 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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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5.21 Difference of climatological potential intensity between two periods, historical

and RCP4.5 in JASON season for varying (a) sea surface temperature, (b) mean sea

level pressure, (c) air temperature, and (d) specific humidity with the other variables as

climatology of historical run. All results are 18-model ensemble mean.

그 결과 열역학적 잠재강도의 증가에 있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SLP와 q가

아닌 SST임을 알 수 있다. 즉, 북서태평양 지역의 SST가 증가함에 따라 북서태평양에서 발생

하는 태풍 잠재강도가 증가한 것이다. 특히, Yu and Wang (2009)의 연구에 의하면, 태풍 강도

의 열역학적 효율성은 SST의 근호에 비례한다. 또한, 주목해야 할 점은 기온의 기여도는 음으

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는 대기의 정적안정도와 관련이 있다. 중층의 대기 기온이 증가하면

정적안정도가 증가하여 태풍의 활동이 억제된다. 재분석자료의 현재기후에서의 최근 30년 변

화에서는 온난화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온도에 대한 음의 기여가 뚜렷하지 않고 오

히려 약한 양의 기여를 보이는 반면에 CMIP5 모형 자료에서는 미래기후의 잠재강도 변화에

대하여 온도의 음의 기여가 SST의 양의 기여만큼이나 크다. 한편, SLP나 연직분포를 갖는 비

습의 기여는 상대적으로 매우 작다. 이들의 합이 미래기후에서 북반구의 잠재강도의 증가와

남반구의 잠재강도의 감소를 만들어 낸다. 이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북서태평양을 포

함하는 열대/아열대 북반구 태평양에서는 SST에 의한 잠재강도의 증가가 온도에 의한 잠재강

도의 감소보다 크기 때문에 잠재강도의 증가가 만들어지는 반면 남반구에서는 SST에 의한 잠

재강도의 증가가 온도에 의한 잠재강도의 감소보다 작기 때문에 잠재강도의 감소가 만들어진

다. 그렇다면, 열대 및 아열대 지역에서 연직온도분포에 의한 잠재강도의 감소가 왜 일어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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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를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울 수 있다. 일단, SST도 증가하고 SST에 의

한 잠재강도의 증가가 크게 일어나므로 대기의 하층에서 온도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한, 온도분포의 변화 때문에 잠재강도의 감소가 일어났으므로 상층의 온도 증가는 더 크게 일

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즉, 상층의 온도는 미래기후에서 더 크게 증가되며, 이는 대기의 정적

안정도의 증가를 이끈다. 즉, 정적안정도의 증가에 따라 열대의 수문순환 및 워커순환이 약화

되며, 이에 따라 태풍의 잠재강도 또한 약화가 된다. 미래기후에서 대기의 정적안정도 증가는

대다수의 모형에서 예측하는 부분이며, 대부분의 모형에서 잠재강도에 음의 기여를 하게 된다.

그러나 해석을 주의 깊게 하여야 한다. 지구온난화가 됨에 따라 지상부근의 온도가 올라가고,

SST도 상승하면 SST 증가에 의해 대기중 수증기량도 같이 많아지게 되어 SST의 상승은 잠

재강도의 증가를 이끌 수 있다. 반면에 중/상층의 기온은 더욱 상승하여 대기안정도의 증가를

이끌고 이는 잠재강도의 감소를 이끌 수 있다. 이 값들 합의 남은 부분(residuals)이 미래기후

에서 잠재강도의 증가에 해당되는 양이 된다. 그러나 미래기후에서 SST가 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에러도 크고, 연직온도분포가 변화하는 부분에 대한 에러도 크므로 이들의 잠재강도 기

여에 대한 영향의 에러도 그만큼 커지게 된다. 즉, 미래기후에서 잠재강도의 변화량에 비하여

이들 에러의 크기가 더 클 수 있으므로, 미래기후의 잠재강도 변화에 대한 해석은 주의 깊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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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5.22 Differences of potential temperatures between Historical and RCP4.5 scenarios

over the western North Pacific region (130E-180, 5N-15N) during JASON season and

temperature profiles. Blue and orange lines indicate Historical and RCP4.5 scenarios,

respectively.

Emanuel et al. (2013)에 의하면, 대서양 태풍 활동의 증가가 열대 대류권계면 근처의 냉각

과 관련이 있다. 즉, 상대적으로 정확한 재분석 자료에 의하면, 대류권계면 혹은 성층권하부의

기온이 최근 수십년간 냉각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들의 냉각이 SST증가에 의한 태풍활동의

증가를 강화시킬 수 있다. Figure 2.5.22는 태풍이 많이 발생하는 북서태평양 지역(130E-180,

5N-15N)의 현재기후와 미래기후의 온위차이를 보인다. 녹색실선은 기온의 평균분포를 의미하

는데, 대기의 안정도는 대류권 중상층에가 가장 큰 증가를 보이나, 성층권하부에서는 오히려

감소됨을 알 수 있다. 이는 북서태평양 지역에서 태풍 잠재강도는 증가하지만, 대기 중상층의

기온은 잠재강도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반면에 성층권하부에서의 기온 감소는 잠

재강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특징이 모든 모형에

다 나타나지만, 세세한 부분에서는 모형별로 다소 차이가 난다. 기온이 냉각되는 고도는 대체

적으로 성층권 하부이지만, 어떤 모형에서는 대류권 상부에서도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며, 어떤

모형은 대기의 안정도 증가가 나타나는 고도가 그리 높지 않으나, 어떤 모형에서는 거의 대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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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계면에서 나타나는 모델도 있다. 그러나 이런 모형들 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대류권에서의 안정도 증가, 대류권 상부 혹은 성층권 하부에서의 기온 감소는 공통적으로 나

타나는 성질이며, 이러한 특성 변화 때문에 미래기후에서 태풍의 잠재강도는 SST와 같이 증

가하는 경향을 갖게 된다. 미래기후에서 대류권 상부의 기온은 열대에서 증가하는 경향이 있

다. 이는 대기의 중상층의 대기의 정적안정도 증가와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특성은 소수의 모

형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모형에서 나타난다. CCMC-CM, CCMC-CMS, CSIRO-Mk3.6.0 등의

모형에서는 대부분 열대지역 기온의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나지만, HadGEM2-CC,

HadGEM2-ES, INMCM4에서는 오히려 기온의 감소가 나타난다.

2.6 KIOST 모형 및 재분석자료를 이용한 기후변화 진단연구

2.6.1 북서태평양 겨울철 SST 변동 기작의 장기 변화 규명

북서태평양은 겨울철의 강한 해양-대기 상호작용을 통해 특히 해양의 큰 열용량을 통해 대

기의 수 년 이상의 장기적인 변동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해역이다. 겨울철 표층 수온

(SST) 변동성을 파악하는 것은 기후 예측에 있어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KIOST 장기 기

후 재분석 자료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재분석 자료들을 통해 시기에 따라 SST 변동 기작이

달라짐을 확인하고 그 장기 변동의 원인을 확인하였다.

- 동계 계절풍의 겨울철 SST에 대한 영향과 장기 변동

1971-1985년과 1991-2005년 두 시기에 대해 동아시아 동계 계절풍을 대표할 수 있는 변수

와 북서태평양의 겨울철 SST 간의 상관 계수를 구해 이들의 장기적인 관계 변화를 확인하였

다. Figure 2.6.1은 북서태평양에서의 겨울철 SST와 대기 변수들 간의 상관 계수를 나타낸 것

이다. 1971-1985년 시기에는 SST와 대기 변수 간 상관관계가 동경 150° 서쪽 해역에서는 대

체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1991-2005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

계수를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상관 계수의 변화는 일본 남쪽 쿠로시오 해류의 Southern

Recirculation Gyre (SRG) 해역에서 두드러짐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1990년을

기점으로 하여 갑자기 시베리아 고기압이 약화가 되고 동계 계절풍이 약화됨에 따라 이들이

북서태평양에 미치는 영향이 약해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추측된다.

Figure 2.6.1은 북서태평양에서의 겨울철 SST와 대기 변수들 간의 상관 계수를 나타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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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1971-1985년 시기에는 SST와 대기 변수 간 상관 관계가 특히 동경 150° 서쪽 해역에서

는 대체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대기 변동을 1개월 빠르게

하여 확인한 결과이므로 대기의 변동이 해양의 변동을 리드한다고 할 수 있다. 상관 계수가

음의 값을 가지는 것은 동계 계절풍이 강할 때 SST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 상관 계

수는 동계 계절풍의 겨울철 SST에 대한 영향을 잘 표현한다고 할 수 있다. 동경 150° 서쪽

해역에서는 시베리아 고기압 인덱스, 난류 열속, 그리고 북풍의 세기 모두 유사한 경년 변동성

을 나타내고 있어서, 3개의 대기 변수들이 모두 SST와 좋은 상관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에, 1991-2005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 계수를 나타내는 해역을 찾기가 힘들어진다.

특히 이러한 상관 계수의 변화는 일본 남쪽 쿠로시오 해류의 Southern Recirculation Gyre

(SRG) 해역에서 두드러짐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연구는 이 해역의 평균적인 값을 이용해

진행한다. 이러한 변화는 3가지 대기 변수들 모두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기존 연구에서도

1990년을 기점으로 하여 그 이후 해양-대기 변수 간 상관 관계가 사라지게 되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이러한 변화는 1990년을 기점으로 하여 갑자기 시베리아 고기압이 약화가 되고 동계

계절풍이 약화됨에 따라 이들이 북서태평양에 미치는 영향이 약해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

로 추측된다.

Figure 2.6.1 Spatial distribution of correlation coefficients of JFM SST and (a, d) SH index, (b, e)

negative local DJF turbulent heat flux (Qtur), and (c, f) negative local DJF surface meridional

wind speed (V) during (a-c) 1971-1985 and (d-f) 1991-2005. The area of significant correlation

at 95% confidence level is marked with black contour line. Target area of this study (the SRG

region, 130°-150°E, 26°-33°N) is overlaid with black squa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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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emergence 기작의 시기별 작용

본 연구에서는 SRG 해역에서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해양 현상 중 하나인 Reemergence에

주목하여 이 현상이 시기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였다. Reemergence는 혼합층의

계절적인 변동으로 인해 이전 해 겨울에 생성된 아표층의 수온이 이듬해 혼합층이 다시 깊어

지는 겨울에 영향을 주는 기작이다.

Figure 2.6.2는 겨울철 SST에 대한 수심별 수온의 지연 상관 계수를 나타낸 것이다. SST

의 겨울철은 1월부터 3월의 평균으로 정의 되며 어느 자료, 어느 시기든 이 시기 상층의 수온

은 SST와 유의미하게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7-2005년 기간에는 겨울철의 유의미한 상관 계수 값은 Reemergence 기작이 작용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SODA 재분석 자료 뿐만 아니라, GECCO 재분석 자료, 그리고 본 연구를

통해 생산된 DASK 재분석 자료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1971-1985년 기간에는

Reemergence가 나타난다고 할 수 없다.

Figure 2.6.2 Lead-lag correlation coefficients of temperature in each month and each depth with

JFM SST (black squares) during (a, c, e) 1971-1985 and (b, d, f) 1991-2005 from (a-b) SODA,

(c-d) GECCO, and (e-f) DASK. Significant correlation at 90% confidence level is marked with

solid cont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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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6.3은 이전해 겨울(2-4월)을 중심으로 하여 구한 지연 상관 계수를 나타낸 것인데

이는 이전해에 깊은 혼합층에 의해 생성된 수온이 어떠한 과정으로 이듬해 겨울철 SST에 영

향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SODA 및 DASK 자료에서 모두 어떤 시기든 이전해 겨울철

의 깊은 혼합층에 의해 100-200m까지 유의미한 상관 계수가 관찰이 되며 시간이 지나면서 표

층에 가까운 상층에서는 상관계수가 작아지지만 아표층에서는 여전히 유의미한 상관 계수가

나타난다. 1991-2005년 기간에는 이러한 아표층의 수온이 혼합층이 깊어지게 되는 이듬해 겨

울철에 다시 상승하여 표층까지 영향을 주는 듯한 형태가 관찰된다. 반면, 1971-1985년 기간에

는 혼합층이 깊어지는 겨울철에 아표층의 수온과 표층의 SST가 유의미한 상관 관계가 나타나

지 않는다.

Figure 2.6.3 Lead-lag correlation coefficients of temperature in each month and each depth with

previous FMA SST (black squares) during (a, c) 1971-1985 and (b, d) 1991-2005 from (a-b)

SODA, and (c-d) DASK. Significant correlation at 95% confidence level is marked with solid

contour.

시기별 겨울철 SST 변동 기작의 원인

겨울철 SST 변동성에 동계 계절풍의 영향이 큰 1971-1985년과 Reemergence 기작의 영향

이 큰 1991-2005년 두 시기는 뚜렷이 대비된다. Figure 2.6.4a와 2.6.4b는 Imitation run에서 초

기조건인 이전해 3월의 SST를 기준으로 계산한 수심별 지연 상관 계수로 앞서 확인했듯 두

시기에 서로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 다양한 대기 변수 중에서 어떠한 변수가 두 시기의 차이

를 만들어내는지 확인하기 위해 모든 대기 변수들을 계절 평균값으로 입력하고 하나의 변수씩

교차하여 매년의 차이를 가지도록 했을 때, 바람의 속도가 가장 뚜렷한 시기별 대비를 보여준

다 (Exp-U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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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6.1은 각 실험별 이듬해 겨울철(1-3월) SST와 이전해 3월 SST (Mar SST), 겨울

철(11-2월) 난류 열속(NDJ Qtur) 사이의 상관 계수를 나타낸 것으로, 3월 SST와의 상관 계수

는 Reemergence가 잘 나타날 때 유의미한 양의 값이 나타나게 되며, 겨울철 난류 열속과의

상관 계수는 동계 계절풍으로 대표되는 대기 변동의 영향을 나타낸다. 표에서도 기온, 단파복

사, 습도를 변인으로 둔 Exp-Ta, Exp-Qs, Exp-RH 실험에서는 시기별 상관 계수의 대비가

잘 나타나지 않고 있는 반면, 바람 속도를 변인으로 둔 Exp-UV에서는 1971-1985년 시기에는

대기의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반면 Reemergence의 영향은 미미하게 나타나며, 1991-2005

년 시기에는 반대의 양상이 나타난다. 이는 대기 변수 중 바람의 속도가 두 시기에서 겨울철

SST 변동을 일으키는 기작을 다르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임을 뜻한다.

Figure 2.6.4 Lead-lag correlation coefficients of temperature in each month and each depth with

preceding March SST during (a, c) 1971-1985 and (b, d) 1991-2005 from (a-b) Imitation run

and (c-d) Exp-UV run. Significant correlation at 90% confidence level is marked with solid

contour.

Table 2.6.1 Correlation coefficients of JFM SST with March SST and NDJ Qtur during 1971-1985

and 1991-2005 from various numerical experiment cases (Imitation, Exp-UV, Exp-Ta, Exp-Qs,

and Exp-Hum). Significant correlation at 95% confidence level is marked with boldface.

Period Imitation Exp-UV Exp-Ta Exp-Qs Exp-RH

Mar SST 1971-1985 -0.28 -0.15 0.65 0.89 0.72
1991-2005 0.62 0.70 0.79 0.87 0.80

NDJ Qtur
1971-1985 0.90 0.80 0.23 -0.87 0.05
1991-2005 0.64 0.29 -0.03 -0.77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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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별 바람 분포의 차이

Figure 2.6.5는 계절별 바람 속도의 장기적인 평균 및 표준편차의 변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특정해의 이전 이후 7년 총 15년 동안의 이동 평균 및 표준편차를 나타냄낸다. 바람의 장기적

인 평균 분포와 경년 변동성이 1971-1985년 기간과 1991-2005 기간에 다르게 나타났다.

1971-1985년 기간 동안에는 매 해 겨울철 바람이 상대적으로 크게 바뀌게 되며 이러한 변동에

의해 영향 받은 겨울철 SST 또한 크게 변동하여 상대적으로 아표층에 머물러 있던 이전해의

수온이 상대적으로 표층 수온 변동에 적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겨울철 바람의 경년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1991-2005년 기간 동안에는 대기 변동에 의해

영향 받는 겨울철 SST의 변동성 또한 작아져 상대적으로 Reemergence 기작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 이는 앞서 재분석 자료와 모델을 통해 확인한 시기별 겨울철

SST 변동의 주요 기작의 변화와 일관된다.

Figure 2.6.5 (a) 15yr moving average (contour) and anomaly (color) and (b) 15yr moving temporal

standard deviation of wind speed of each season.

겨울철의 바람 변동성은 시베리아 고기압의 변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Figure 2.6.6은 시

베리아 고기압 인덱스의 15년 이동 평균 및 표준편차를 나타낸 것으로 Figure 2.6.5의 겨울철

바람의 변화와 유사하게 장기 평균 및 표준편차 모두 1990년 부근에서 크게 약화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즉, 1990년 이후 시베리아 고기압의 약화와 더불어 나타나는 동계 계절풍 변동

성의 약화가 이 시기 Reemergence 기작이 더 잘 나타나도록 한 원인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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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6.6 15yr moving average (solid line) and standard deviation (dotted line) of the SH index.

2.6.2 KIOST 기후재분석 자료를 활용한 대서양 자오면 순환 분석

대서양 자오선 순환 (Atlantic Meridional Overturning Circulation, AMOC)은 지구의 에너

지 전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이유로 자오면 순환의 이해

는 매우 중요하며, 이로 인한 기후의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 자연 변동에 의한 기후의 변화를

파악하는 필수 요건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는 본 과제에서 개발된 가이아 모형을 이용하여

구한 해양의 동화 자료를 분석하여, 개발된 모형의 AMOC 모의 능력을 파악하고, 모형이 모

의하는 AMOC의 변동을 이끄는 주요한 원인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KIOST 모형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기후재분석자료 (DASKv1.4)와 이와의

비교를 위하여 해양분석자료 (SODAv.2.2.4)를 이용하였다. 현재 DASKv1.4는 1947년 1월부터

2015년까지 자료가 확보되어 있으며, 새로운 자료가 계속 update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47년 1월부터 2008년 12월 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AMOC 특성상 연평균 값을 이용하

였다.

KIOST 모형으로부터 구한 기후재분석자료 (DASK)의 AMOC 평균장과 SODA 평균장 모

두 AMOC의 전형적인 패턴을 잘 보였다. 단 DASK의 경우 SODA에 비해 강하고, 깊은 심해

까지 흐름이 나타났다. AMOC의 변동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유선함수에 대한 EOF를 구하였

다. Figure 2.6.7에 보인 바와 같이 DASK의 경우 0-50N, 표면에서 4,000m 까지의 규모를 갖

는 mono-pole 구조를 보였다. 반면, SODA의 경우 0-40N, 500-4,000m 의 규모를 갖는

mono-pole 구조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DASK의 변동 모드가 보다 큰 공간스케일로 나타났다.

최대 변동 지역은 DASK의 경우 1,000m 근처에서, SODA의 경우 2,000m 근처에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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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N에서의 최대 유선함수 값으로 정의된 AMOC 지수는 대체적으로 DASK의 자료가 다소 높

은 값을 보였다. AMOC 지수와 첫 번째 EOF PC 간의 상관계수는 DASK의 경우 0.61,

SODA의 경우 0.89의 상관값을 얻었다.

각 자료에 나타난 AMOC의 주요 변동 주기를 알아보기 위하여, AMOC 지수에 대한

power spectrum 분석을 수행하였다. DASK의 경우 30년 정도의 장주기 변동이 유의미한 결

과를 보였다. 반면 SODA에서는 8년 정도의 단주기 변동이 유의미한 변동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 자료의 변동을 유도하는 메커니즘이 서로 다르게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Figure 2.6.7 (a) EOF of Meridional stream function obtained from DASK (b) As in (a)

but for SODA data

AMOC의 변동을 유도한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앞서 정의된 AMOC 지수에 대한 담수플

럭스/염분도 (증발량-강수량; E-P)와 표면 바람장에 대한 regression을 구하였다. DASK의 경

우 E-P의 패턴이 매우 복잡한 구조를 보인 반면, 바람장은 특히 60N 부근에서 강한 서풍이

AMOC 지수와 크게 연관되었다. 이는 subpolar 순환을 이끄는 바람장이 AMOC의 변동을 유

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SODA의 경우 북대서양 서쪽 부근에 음

의 E-P, 그리고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 양의 E-P를 보였다.

2.6.3 그린란드 지역의 기후 변동성 모의

그린란드를 덥고 있는 대륙 빙하는 지구상에 현존하는 2번째로 큰 대륙 빙하로써, 그린란드

대륙의 약 81%를 덥고 있다. 빙하의 높이는 최대 3000m 이상이며, 전체 빙하가 융해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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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면은 약 7m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KIOST 기후 모형에서 생

산된 자료에 positive degree day 방법을 이용하여 mass balance를 구하였으며, 그린란드 및

주변 지역의 모의 결과를 재분석 자료와 비교하여, 모형의 현재 기후 상태 모의 능력을 진단

하였다.

융해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여름철 평균 지상 기온의 분포를 살펴보았다. 그린란드 지역 여

름철 평균 지상 기온은, NCEP 재분석 자료의 경우 –2.4도, KIOST 모형의 경우 –4.6도를 기

록하였다. 두 결과의 차이는 모형의 경우 최근의 지구온난화 효과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기온 감률의 경우 모형에 나타난 높이에 따른 기온의 감소 비율이 관측에

비해 다소 빠르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대륙경계면의 높이의 경우 모형이 보다 높은

고도에서 형성되었다.

Figure 2.6.8 Mass Balance (bar), Accumulation (sky blue line) and Melting (yellow

line) rate of snow for last 50years averaged over Greenland obtained from (a)

NCEP and (b) KIOST. Units are mm year-1.

Figure 2.6.8는 그린란드 지역에 대하여 평균된 snow accmulation 양과 snow melting양의

시계열을 나타낸다. Mass balance가 양의 값을 갖는 다는 것은 눈이 쌓인 양이 녹은 양에 비

해 많다는 것으로 빙하의 증가를 유발할 수 있고, 반대로 음의 값인 경우는 빙하의 감소를 유

도할 수 있다. 재분석 자료에서는 평균적으로 양의 mass balance 값을 보여서, 지난 반세기

동안의 그린란드의 육빙이 다소 안정적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부터 서서히 감

소하기 시작하였고, 2010년을 전후하여 몇 년 동안 음의 mass balance를 보였다. 이는 최근에

나타난 해빙의 급격한 감소와 유사하며, 이러한 현상이 계속될 경우 육빙의 양은 감소할 것으

로 예상된다. 지난 50년간 관측에 나타난 평균 melting rate는 322.9 mm/yr이고 acc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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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e는 381.4mm/yr이다. 그러므로 평균 mass balance rate는 58.5mm/yr이 된다. 한편 KIOST

모형의 경우 평균 melting rate는 276.3 mm/yr, accmulation rate는 373.4 mm/yr, 그리고 평균

mass balance는 97.1 mm/yr이다. 그러므로 약 38.6 mm/yr가 재분석 자료보다 크게 모의하였

다.

2.6.4 그린란드 빙권의 변동 메커니즘 연구

그린란드 육빙의 변화와 연관된 피드백 메커니즘과 육빙의 안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앞서

사용한 FOAM 모형에 적용했던 실험을 KIOST 모형에 동일하게 적용하였고, 이로부터 얻은

결과를 분석하였다.

그린란드의 육빙 지형을 임의로 조정한 후,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모형의 perpetual 적분을

수행하였다. 육빙 지형의 높이는 control의 높이를 75%, 50% 그리고 25%만 남도록 조정하였

다.

높이에 따른 기온의 변화는 KIOST 모형에서 매우 크게 나타났고, FOAM의 경우 기온은

천천히 감소하였다, 그린란드 지역의 강수량의 변화는 control 실험의 경우 연평균 강수량이

재분석 자료와 비교하여 매우 유사한 값을 보였다. 한편 지형이 낮아짐에 따라서 강수량은 서

서히 감소하였다. 특히 75%에서는 control과 유사한 값을 보이다가, 50% 실험에서 약간 감소

하고, 25%에서 보다 크게 감소하는 비선형적 반응을 보였다.

Mass balance 는 FOAM 모형의 경우 지형의 높이도 낮고 지상 기온도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control 실험에서부터 음의 mass balance 값을 보였다 (Figure 2.6.9). KIOST 모형실험

의 경우 control 실험에서는 양의 mass balance를 보였고, 75% 실험에서는 거의 0에 가까운

mass balance 값을 보여, 75%에 해당하는 높이가 KIOST 모형에서의 mass equilibrium point

에 근접함을 알 수 있다. 한편 보다 낮은 경우인 50%에서는 뚜렷하게 음의 mass balance 값

을 보였고, 25%에서는 예상할 수 있듯이, 음의 값이 더욱더 증가하였다. 고도에 따른 mass

balance의 변화는 다소 선형적인 변화로도 볼 수 있지만, 비선형적인 변화 또한 뚜렷하게 나타

났다. 즉 초기 25% 감소된 경우와 75%에서 50%로 감소된 경우를 비교하면, 급격한 melting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빙하의 융해가 온도 변화에 대하여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하는 성질

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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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6.9 Mass balance averaged over Greenland obtained Form (a) FOAM

and (b) KIOST (GFDL)

본 연구를 통하여 KIOST 모형의 그린란드 지역의 기온과 강수 그리고 이에 따른 mass

balance 모의에 있어서 관측에 상응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지형의 변화를 고

려한 민감도 실험에서는 현지 지형의 높이가 일괄적으로 25% 감소했을 때 (75% 실험), mass

balance가 0에 가까운 값을 기록하였다. 이는 이 보다 육빙의 높이가 높은 경우, 현재와 같은

높이의 육빙이 안정적으로 유지 될 수 있고, 기후 강제력에 의하여 이 높이보다 낮아지는 경

우 결국 자연적 피드백 현상에 의하여 그린란드 육빙이 모두 melting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75%와 50% 실험에서는 음의 열이류 효과가 가중되어 그린란드 육빙의

안정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25% 실험에서는 양의 열 이류가 증가하

여, 그린란드 육빙의 불안정성을 높이는 쪽으로 작용하였다.

2.7 기후변화 예측성 연구

본 장에서는 다중 기후모형들의 분석결과와 단일 모델에서 초기조건을 달리한 40개의 앙상

블을 가진 CESM Large Ensemble 모의 분석결과를 통해 자연 내부 변동성(Internal

Variability)의 특성 분석을 통해 얻어진 기후변화 예측성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2.7.1 CMIP5 모델의 Inter-model diversity 분석을 통한 Bias 분석

현재 지구온난화 분석 및 예측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다중 모델 결과 자료인 CMIP5 (The

Coupled Model Intercomparison Project Phase 5)(Taylor et al. 2012)를 사용한 연구 결과들

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미래기후(21세기 후반) 예측의 범위를 매우 광범위하게 묘사한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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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를 가져오는 주요 3가지 원인은 온난화 예상 시나리오의 불확실성, 각 모델간 편차

(Bias), 기후모델에서 모의되는 지구시스템에서 유발되는 내부 변동성을 들 수 있다. 같은 온

난화 시나리오(온실가스량을 기반으로 한) 아래서도, 모델간 기본 모의능력 차이와 지구시스템

이 유발하는 내부 변동성은 기후 예측에 있어서 부정확한 요소로 꼽힌다(Hawkins and Sutton

2009, Deser et al. 2012ab, Kirtman et al. 2013). 이는 대기 중 온실 가스 상승량에 대한 예측

을 정확히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로인한 기후변동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MIP5 기후모델(table 2.7.1)간의 intermodel diversity 분석을 통해 기후 모델들간에

모의되는 기후예측의 차이를 유발하는 bias 를 진단하였다. 분석 기간은 historical 시나리오

(1930∼2005)와 극단적인 지구온난화를 모의한 RCP(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

8.5 시나리오 (2006∼2100) 기간을 분석하였다.

Figure 2.7.1 은 CMIP5 27개 다중 모델의 historical (1930∼2005년 시간평균)기간 전 지구

평균 지표면온도(해양, 육지 모두 포함, 1년 평균)들의 모델간 경험직교함수((Empirical

Orthogonal Function, EOF) 분석을 진행한 결과이다. 사용한 27개의 CMIP5 모델들은 Table

2.7.1에 정리하였다. 가장 주요한 변동패턴의 경우(EOF1) 북반구 중위도와 남반구가 정 반대

위상을 보이고 있으며, 남극 주변부 지표면 온도의 변동성이 모델들간 매우 큼을 보여 주고

있다. 이 결과는 이 기간 모델의 지구평균 지표면 온도 차이가 주로 남극 주변부 바다의 온도

의 모의 값에 따라 결정됨을 보여준다. 즉 이 지역의 bias 가 historical 기간 전 지구 평균 지

표면 온도를 모의하는데 모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OF2 모

드의 경우 저위도와 양 반구의 고위도간에 서로 반대 위상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고위도 지

역에서 나타나는 공간구조의 경우 북대서양의 바렌츠(Barents, 75°N 40°E 부근)및 카라(Kara,

77°N 77°E 부근) 해, 북태평양과 인접한 척치 해(Chukchi Sea, 69°N 188°E 부근) 및 남극의

주요 빙붕이 분포한 지역임을 볼 때, 모델 간 고위도 지방의 해빙의 융해 및 결빙의 모의가

전 지구 지표면 온도의 bias를 유발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그와 동시에

열대지역의 일부지역이 극지역과 반대되는 패턴을 보여준다. EOF3 모드의 경우는 저위도 지

방의 지표면 온도의 모의의 차이를 보여주며, 이 부분 또한 모델간의 변동성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을 보여준다. 특히 열대 지역에서 지표면 온도를 어떻게 모의하느냐가 전 지구 평균 지

표면 온도의 차이를 가져오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 지역의 bias 는 식생 및 대

기-지면 상호작용 과정에서 유도된다고 추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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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s Resolution (lat. x long.)

NorESM1-M_r1i1p1 96   x 144
NorESM1-ME_r1i1p 96   x 144 
MRI-CGCM3_r1i1p 160   x 320
MPI-ESM-MR_r1i1p 96   x 192
MPI-ESM-LR_r1i1p1 96   x 192
MIROC5_r1i1p1 128   x 256
MIROC-ESM_r1i1p 64   x 128
MIROC-ESM-CHEM_r1i1p1 64   x 128
IPSL-CM5B-LR_r1i1p1 96   x 96
IPSL-CM5A-MR_r1i1p1 143   x 144
inmcm4_r1i1p1 120   x 180
GISS-E2-R_r1i1p1 90   x 144
GISS-E2-R-CC_r1i1p1 90   x 144
FIO-ESM_r1i1p1 64   x 128
CSIRO-Mk3-6-0_r1i1p1 96   x 192
CNRM-CM5_r1i1p1 128   x 256
CMCC-CM_r1i1p1 240   x 480
CMCC-CMS_r1i1p1 96   x 192
CMCC-CESM_r1i1p1 48   x 96
CESM1-CAM5_r1i1p1 192   x 288
CESM1-BGC_r1i1p1 192   x 288
CCSM4_r1i1p1 192   x 288
CanESM2_r1i1p1 64   x 128
BNU-ESM_r1i1p1 64   x 128
bcc-csm1-1_r1i1p1 64   x 128
ACCESS1-3_r1i1p1 145   x 192
ACCESS1-0_r1i1p1 145   x 192

Table 2.7.1 CMIP5의 모델 리스트 및 데이터 해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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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7.1 The EOF analysis using the surface temperature within 27 CMIP5 multi model

ensembles in the historical (1930∼2005) run. X axis in right column indicates each ensembl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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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P 8.5 (2006∼2100년 시간평균)에서 얻어진 전 지구평균 지표면온도의 다중 모델간 EOF

분석 결과는 EOF1 에서 3 모드 까지 historical 기간의 결과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준다(Figure

2.7.2). 눈에 띄는 EOF 모드들 간의 공간 구조의 차이는 EOF1에서 북반구의 패턴이 남극 주

변부보다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북반구 지역이 공간 구조는 중위도부터 북극까지 크

게 확장된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형태의 패턴은 북반구 지역 전체에 대한 온난화 모의도

차이가 모델 간에 발생함을 의미한다. 북반구 지역에서 변동성의 크기가 종전과 달리 더 강하

게 모의되는 점은 온난화로 인한 온도상승이 대륙이 더 많은 북반구에서 빠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반대로 EOF2 에서는 북반구 sea ice의 패턴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

왔던 historical 기간에 비해서, RCP 8.5 시나리오에서는 남반구의 sea ice 관련 변동패턴이 더

강하게 나타남을 보여주어 EOF1 에서는 강한 북반구 변동, EOF2 에서는 강한 남극주변부 변

동 패턴이 우세함을 보여준다. EOF3의 경우는 historical 기간과 비교했을 때 지역적인 차이가

다른 모드들에 비해서 비교적 적은 편이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기후변화 시나리오 아래에서

모델들이 예측 결과를 모의하는데 있어서 북반구 고위도 지역과 남반구 고위도 지역간의 서로

다른 위상차를 가지는 기온 패턴이 그 결과들의 다양성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

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나아가 이런 모델들 간의 bias 가 어느 기작에 의해 유도되는지

를 살펴보는 것이 불확실성이 줄어든 기후 예측결과를 얻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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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7.2 as Figure 2.7.1 but the RCP 8.5 period (2006∼2100)



- 151 -

2.7.2 CESM 다중 앙상블 모델을 사용한 기후시스템의 내부 변동성 (internal 
variability) 변동 분석. 

CMIP5 의 다중모델 분석과는 별개로, CMIP5 중 하나의 모델인 Community Earth System

Model (CESM) 을 베이스로 한 대규모 앙상블(Large ensemble, LE) 실험 자료를 사용한 모

델간 EOF 실험도 병행 하였다. CESM-LE 는 초기 조건(10-14K 의 초기장 대기온도 차이)만

조금씩 다르게 한 40개의 현재 기후 (historical : 1930∼2005) 및 미래 기후(RCP 8.5 : 2006∼

2100)변화를 모의한다(Kay et al. 2015). 같은 모델, 같은 온난화 시나리오를 적용하였기에 모

의된 기후시스템에 적용되는 외부강제력(external forcing)은 같으며, 초기장에 미세한 차이를

통해 얻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같은 시간, 같은 변수에 대하여 앙상블간의 차이를 보이게 되면

이것은 모의된 지구시스템이 내포한 부정확성 요소인 내부 변동성(Internal Variability) 에 의

한 결과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단일 모델을 사용하여 다중 앙상블 모의실험을 하는 이유는, 현

재 기후연구에 있어서 예측과 벗어나는 관측 값, 혹은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기후변화의 원인

을 기후시스템이 내포한 현상의 부정확성(uncertainty)을 유도하는데 내부 변동성이 중요한 역

할을 하기 때문이다. CESM-LE는 이러한 내부 변동성 분석을 연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동된

모델중 하나이다. 내부 변동성(Internal Variability)을 정량적으로 수치화하기 위해서 수십 개

의 앙상블 간의 spread라는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이것은 각 멤버들로부터 멤버들의 평균인

앙상블 mean 간의 차이의 표준편차를 의미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이렇게 계산된 spread를 내

부변동성의 크기 로 보고, 이 연구의 핵심주제인 ENSO (El Nĩno and Southern Oscillation)

변동성과의 관계를 보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했다.

Figure 2.7.3는 CESM-LE 멤버들로부터 모의한 1930~2005년의 historical run과

2006~2100년의 RCP 8.5 run 전구 평균 지표온도를 모의한 것이다. 비교를 위해 NCEP 에서

제공하는 재분석자료를 도입했으며, 관측이 진행된 부분은 모델이 관측과 어느 정도 비슷한

양상을 따라감을 보여준다. RCP 8.5 시나리오 하에서 지구표면의 온도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와 같은 경향성은 30개의 각 모델들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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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7.3. The time series of global mean surface temperature anomaly (from 1961-1990

mean) in the historical run (1930-2005), RCP 8.5(2006-2100) run and NCEP reanalysis.

Figure 2.7.4a는 전구 규모의 표면 온도의 격자별 spread에 대한 전체기간(1930~2100

년) 평균을 그린 것이다. 대륙보다 해양이 대체적으로 높은 불확실성을 보였으며, 극지역에 가

장 높은 표면온도의 불확실성이 나타났다. 비교적 낮은 값을 보이는 해양지역에서는 ENSO 가

발생하는 중,동태평양 지역이 높은 spread를 보여 이 지역에서의 내부변동성이 매우 큼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이 지역의 분석 및 예측의 불확실성이 비교적 높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이

다. Figure 2.7.4b는 표면온도 spread의 전구 평균 시계열을 보인 것이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의 내부변동성에 따른 불확실성은 21세기 중반에 가서 급격한 감소를 보인다. 각 시대별

로 세분화하면, historical 시나리오에 따른 spread는 중,동태평양 지역에서 강한 양의 경향성을

보였다(Figure 2.7.5a). 하지만 RCP 8.5 시나리오 하에서 이 지역 spread의 양의 경향성이 사

라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며(Figure 2.7.5b), 반대로 극지역에서는 급격한 spread의 감소를

확인할 수 있다. 사실 극지역의 이런 감소경향은 historical 시나리오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지

만, RCP 8.5 시나리오에서는 이런 감소경향이 일어나는 지역이 극지역 전체를 덮을 정도로 확

장되어 있다. 이러한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시스템의 불확실성의 감소는 결국 극지역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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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큼을 보여 주는데 이는 이 지역에서의 sea-ice melting 으로 인한 해양-대기 상호작용의

역할이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나아가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전 지구적인 기

후시스템의 불확실성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동태평양 지역에서 발생하는 ENSO와 같은 경년

변동아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지게 됨을 의미한다. 해양지역만 보면 해빙이 존재하는

극지역 일부를 제외하면 열대 태평양이 차지하는 불확실성이 비교적 강함을 보여준다(Figure

2.7.4a). 해양의 비열이 대륙보다 훨씬 더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동태평양의 불확실성이 육

지나 극지역에 비하여 낮지만, 실질적으로 기후에 미치는 영향은 더 강하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Figure 2.7.4. a. The total period (1931-2100) mean in the ensemble spread map of annual surface

temperature in the CESM-LE. b. the time series of global mean surface temperature sp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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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7.5. Linear trend map of surface temperature spread during (a) Historical (1930–2005). (b).

RCP 8.5 (2006 –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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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7.6 는 1930년부터 2100년까지 NINO 3.4 지역의 SST의 평균 time series를

50년을 window로 잡고 각 window마다 경향성을 제거한 값의 표준편차를 구하여 이동 표준

편차를 구한 것이다. 이렇게 구한 것은 매 50년마다의 NiNO3.4 지역의 경년 수온변동의 강도

를 수치적으로 나탈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연구에선 이 값을 ENSO 강도(ENSO amplitude)

라고 정의하였다. CESM-LE의 30개의 모델들은 NINO 3.4 지역의 SST anomaly의 표준편차

를 매우 다양한 형태로 묘사하지만, 앙상블 간 평균값을 보면 대체적으로 ENSO의 강도가 지

구온난화시나리오 하에서 상승을 한 이후 21세기 중반 이후부터는 그 상승경향이 사라지는 모

습을 보여준다(Figure 2.7.6a). 1930~1980년간 초기 50년의 NINO 3.4 지역 30개의 앙상블 평균

SST 표준편차는 1.2℃, 가장 높게 묘사하는 멤버의 경우 1.56℃, 가장 낮은 멤버의 경우 0.9

6℃의 변동을 보여줬으며 2050~2100년의 마지막 50년 window는 평균 1.45℃, 최대 1.77℃, 최

소는 1.12℃의 앙상블멤버간의 변동을 보여주었다. 마지막 50년의 평균 –1.0×표준편차를 만족

하는 값은 1.30℃ 인데 이는 앞에서 언급된 처음 50년 window의 평균보다 더 큰 값으로, 지구

온난화(RCP 8.5) 시나리오 하에서 묘사하는 CESM-LE의 ENSO 변동성의 증가가 어느 정도

유의미한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음을 의미한다.

Figure 2.7.6b는 1850년, 산업혁명 이전의 기후환경 (즉 Pre-industrial run)에서 모의된

1400년간의 CESM 모의 결과 중, 임의의 시점을 선택한 후 그 시점에서 연속된 NINO3.4 지역

의 수온데이터를 100번 골라서 100개의 앙상블로 임의로 정한 후, ENSO 강도를 구한 것이다.

21세기 후반은 물론 1930년부터 1980년까지 지구온난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이전인 초기

50년보다 더 ENSO가 약하게 묘사되었다. 이는 ENSO 강도가 인간의 산업 활동

(anthropogenic forcing)이 본격화된 이후부터 기후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졌음을 보여준

다. Figure 2.7.7a, b는 30개의 앙상블 평균을 위에서 언급한 ENSO 강도를 계산한 방법으로

전구규모로 확장하여 보인 것이다. 초기 50년(Figure 2.7.7a)에 비하여 마지막 50년(Figure

2.7.7b)에서 열대 중,동태평양 지역이 강하게 묘사된 것과 함께 중,고위도 지역 태평양 및 대부

분의 대서양등 대부분의 해양에서 SST의 변동성이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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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7.6. (a) The 50-years running standard deviation DJF Nĩno 3.4 SST index during 1931-2100

in CESM-LE. (b) as (a), but 100 times randomly selected 170 years in CESM PI control. Note

that X axis in (a) indicates the last year of 50 years running window.

   



- 157 -

Figure 2.7.7. (a) The mean annual SST spread during 1930-2005. (b) as (a) but 2050-2100 mean.

(c) (b) minu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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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M-LE 데이터의 spread 분석을 통해서 본 ENSO 지역의 해수면 온도가 보여주는 불확

실성은 내부변동성과 열대 태평양 지역의 경년변동인 ENSO와의 연관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Figure 2.7.8a는 DJF 시기의 Nino3.4 지역의 50년 단위 이동평균을 한 SST spread

(붉은 실선)와 ENSO 의 강도의 시계열(녹색 실선) 그래프로, 두 시계열 자료가 일치한 형태를

띄고 있다. 이 결과는 ENSO 강도와 해당 지역의 SST spread가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같은 DJF 기간 동안 전구평균 SST의 spread(검은색 실선)값은 기본적으로 감

소 추세를 보이기에 ENSO가 기후시스템의 불확실성에 주는 영향이 적은 편이라고 생각될 수

있다. CESM-LE에서 모의된 기본적인 기후 시스템은 지구온난화 시나리오(2006~2100년의

RCP 8.5) 하에서 spread의 감소를 보여주고 있으며 Figure 2.7.5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별로

spread의 변화양상은 다른 모습을 보인다. Figure 2.7.5에 의하면 ENSO현상이 관측되는 중,동

태평양 지역의 spread 변화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 않으며, 때문

에 Figure 2.7.8a에서 나온 것처럼 전체기간에 걸친 경향성이 다른 점만으로 보인 ENSO와 전

구 기후에 대한 불확실성의 관계가 없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Figure 2.7.8a에서 얻은

ENSO 강도와 SST spread 데이터의 전체시간에 따른 경향성을 제거하고 비교해보면 시계열

변화가 매우 일치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점은 ENSO의 변동성이 전 지구 기후의 변동성

에 상당부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내부변동성이 ENSO변동에 어떠한 형태로 영

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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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7.8. (a) The ensemble mean of 50 years running standard deviation in Nĩno3.4 SST index

shown in Figure 2.7.6a (Green solid), the 50 years running mean of Nĩno3.4 SST index spread

(Red Solid) and the 50 years running mean of global mean surface temperature spread during

DJF (Black Solid). (b) is the same as in (a) except using the detrended time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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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M-LE의 40개 앙상블 간 경험직교함수(EOF) 분석은 분석기간 중 나타나는 주요 내부

변동성의 패턴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historical 기간 중 전 지구평균 지표면온도(해양, 육지

모두 포함, 1년 평균)의 다중 모델간 분석을 진행한 결과 (Figure 2.7.9), EOF1 모드의 경우

대부분의 지역에서 같은 위상을 가지고 모델들 간의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2.7.9a). 이것은 전 지역적인 평균온도의 변동이 앙상블 간 변동의 주요 패턴임을 의미

한다. 가장 강한 시그널이 나타난 부분은 북극, 북대서양 경계 바렌츠 해 지역이며, 이는 기존

연구를 통해 북극지역에서 가장 많은 해빙의 변동이 보고된 지역이기도 하다. 이 외에 유라시

아 북부 및 북미대륙 북부에서의 강한 패턴 또한 관측되는데, 이는 지구온난화가 비교적 약한

historical 시나리오 기간 하에서도 북극 지역의 온도 변화가 지구시스템 내부의 변동성을 설명

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말해준다. 또 이 결과는 EOF1 모드가 지구온난화의 강도와 연관된 변

동임을 보여준다. EOF2 모드의 경우 바렌츠 및 카라 해와 북태평양-북극 경계의 척치 해 가

서로 반대 위상을 보인다. 이것과 연관 지어서 북동부 유라시아-북태평양-척치 해와 북미 동

부 - 바렌츠 - 카라 해가 대조되는 패턴을 보인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어서, 북반구의 두 대

양의 고위도지역의 온도 변동 또한 CESM-LE에서 모의된 내부 변동성에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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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7.9. as Figure 2.7.1 but 40 ensembles in CESM-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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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P 8.5 분석결과의 EOF1 (Figure 2.7.10a) 모드는 historical 시나리오와 비교했을 때, 전

지역적으로 동일한 패턴을 보인다는 점은 비슷하지만, 더 넓은 지역(유라시아 지역 전반 및 인

도양과 중앙 대서양 등) 에서 시그널이 나타난다는 점이 달라지며, 북극해빙지역에서 패턴을

보이기는 하지만 이전처럼 타 지역에 비해 얼음이 융해되는 지역에서 강한 시그널이 나타나지

는 않는다. 더 넓은 지역의 시그널은 지구온난화의 영향이 강한 시기이기에 전 지구적인 평균

온도변화에 영향을 받는 지역이 더 많아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은 앙상블 간

의 변동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43.3%) 비중을 EOF1 모드가 차지하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

다. EOF2 모드(Figure 2.7.10b)의 경우 북태평양 지역(적도 서태평양 지역에서부터 베링 해 북

단) 전체에 걸친 말발굽 형태의 변동이 나타는데 이는 북태평양 환류 변동(North Pacific Gyre

Oscillation, NPGO) 와 유사한 형태로 보여지며, 이러한 형태의 북태평양 변동이 강한 온난화

시나리오 하에서 기후의 내부 변동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됨을 의미한다. 3번째 (Figure

2.7.10c)모드 또한 지구온난화 시 고위도 및 지역의 강한 온난화 패턴과 연관지어 볼 수 있다.

EOF3 모드처럼 북극과 북부 유라시아 지역의 온난화 경향이 상대적으로 대조되는 형태의 기

후변동은 지난 관측데이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Warm Arctic - Cold Eurasia 으로 알려진

중고위도 기후와 연관된 변동이 그 예시이다. EOF3 모드의 결과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고위도

지역의 온도상승의 패턴이 미래 기후의 내부 변동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을 제시

한다.

다중 앙상블 간 EOF 분석의 주성분 시계열의 특이한 점은, 40개의 앙상블 중 후반 5개 번

호(36∼40)대의 앙상블이 높은 값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1번부터 35번 까지는 초기장의 차이가

앙상블 별로 10-14K의 대기온도로 주어졌지만, 마지막 5개의 멤버는 36번째 앙상블의 경우 1

번의 초기장으로 부터 100×10-14K 의 차이, 37번은 101×10-14K 과 같이 100배의 차이를 건

너뛰는 조건이 주어졌다. 비록 10-12K 또한 매우 작은 변동이긴 하지만, 다른 멤버들보다 크

게 주어진 초기장으로 부터 구동된 마지막 5개 앙상블의 높은 PC1값은 모델구동에서 초기장

과 내부 변동성간의 관계를 생각해봐야 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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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7.10 as Figure 2.7.2 but 40 ensembles in CESM-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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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7.11는 대기상태를 산업혁명 이전인 (Pre-industrial condition) 1850년의 온실가스

구성으로 고정시킨 후 구동한 Pre-industrial run의 다중 앙상블 EOF 분석을 보여준다.

CESM의 Pre-industrial condition 구동은 하나의 앙상블을 가지고 1100년 이상 모의를 한 모

델이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1100년 중 무작위로 연속된 76년(historical 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30번 골라서 이들을 Pre-industrial run 의 30개 앙상블이라 정한 후, 이들 간의 다중 앙상블

EOF 분석을 진행한 것이다. 앞에서 보여준 historical 및 RCP 8.5의 결과와 비교하면, EOF1의

경우 단일 위상을 보여주는 패턴이 아니라 북동부 대서양 및 북서부 유라시아 와 북미대륙 북

부 연안의 지표면온도 위상이 반대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것은 온난화와 같은 외부강제력이

없는 조건에서는 전 지구의 평균온도의 변동보다는 앙상블간 모의되는 지표면 온도의 지역적

인 차이가 지구기후의 내부 변동성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번째 모드에서는 시

베리아와 대서양-북미 일부간의 대조되는 위상이 보이고, 세번째 모드에서는 베링 해 인근에

서 패턴이 나타난다. 이들 세가지 주요 변동모드가 보이는 공통점은 북극을 포함한 북반구의

고위도지방에서 강하게 패턴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런 결과는 온난화 시나리오를 배제한 기

후환경의 내부변동성은 북반구 고위도 지방의 지역적인 변동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CESM-LE 는 단일 모델에서 내부 변동성을 모의하기 때문에 연 평균 기후값의 앙상블 별

변동에 가장 연관성이 높은 계절을 확인할 수 있다(Figure 2.7.12). 겨울철(Dec.-Jan.-Feb,

DJF)시기의 변동은 Figure 2.7.9, 2.7.10 의 시나리오별 연 평균 값에 대한 변동과 가장 유사한

패턴을 나타내며, RCP 8.5 1에서 세 모드가 동일하게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이렇게 북반구의

겨울철 패턴과 연평균 패턴이 유사한 이유는 북반구 고위도 지역에서 주요 변동들이 나타나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 북반구의 겨울철에 기후의 경년, 장 주기성 변동이 잘 나타나는 이

유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는데, 북반구에 대륙이 많이 분포하여 대륙과 해양간의 비열의 편

차가 존재하기 때문인 것과 그로인해 생성되는 복잡한 대기순환 구조를 대표적인 원인으로 볼

수 있다. Historical 기간의 두 번째 세 번째 모드는 Figure 2.7.9bc 와 유사하면서도 다른 패

턴을 나타내는데, Figure 2.7.12b는 Figure 2.7.9b와 다르게 유라시아에만 국한된 북대서양과

반대 패턴, Figure 2.7.12c는 연 평균과는 다르게 북반구에만 국한된 패턴을 보인다. 겨울철 두

시나리오의 패턴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점은 historical 기간의 두 번째 모드(Figure 2.7.12b)

가 RCP 8.5의 세 번째 모드(Figure 2.7.12f)와 유사하다는 점, 그리고 RCP 8.5 에서는 두 번째

모드로 북태평양의 수온변동 패턴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지구온난화에서 태평양 수온변동이

중요해 지는 원인이 북반구 겨울철의 변화와 연관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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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7.11. The EOF based on 30 times randomly selected 76 years mean surface temperature

simulated in CESM-LE pre-industrial run for the simulation period of 1100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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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7.12. The EOF analysis based on the surface temperature during DJF in CESM-LE (a-c),

historical run (1930∼2005) EOF 1,2,3 mode. (d-f), RCP 8.5 run (2006∼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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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 CESM LE 에서 모의된 열대 지역 변동 특성 분석

온난화 시나리오 하에서 CESM-LE 에서 모의되는 적도 태평양 평균장 (여기서는 적도태평

양 동서방향 SST 경도) 의 변화와 ENSO 강도(NINO3.4 SST 의 50년 이동 표준편차) 변화가

어떠한 관계가 있고, 어떠한 부분이 다른 모델 bias 에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한 분

석을 진행하였다. ENSO 기후예측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로 수많은 선행연구에서

ENSO의 미래변화에 대하여 연구하였으며, (Yeh et al 2009, Collins et al. 2010, Stevenson

2012, Bellenger et al 2014, Cai et al. 2014, 2015) 그럼에도 예측이 어려운 분야 중 하나이다.

때문에 기후모형에 있어 ENSO 변동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 대한 모의성능이 기후예측의 중요

한 부분이 된다(Guilyardi et al. 2009, DiNezio et al. 2012, Kim et al. 2014). ENSO 패턴 및

강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중 하나로 장주기성 태평양 수온장의 변화가 거론되며, 그 중 적도태

평양의 동서 수온장 분포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다(Meehl et al. 2001,

Rodgers et al. 2004).

분석 기간은 historical 시나리오 (1930∼2005)와 극단적인 지구온난화를 모의한 RCP 8.5 시

나리오 (2006∼2100) 기간을 분석하였으며, 같은 방법으로 모의되는 지구시스템 하에서 내부변

동에 의한 자체적인 적도태평양의 평균장 변화에 의한 ENSO 강도의 차이가 달라지는지에 대

한 실험이다. ENSO와 연관되어 있는 대표적인 평균장은 적도태평양의 동서방향으로의 SST

기울기를 들 수 있으며, 냉설역과 온난수역의 수온의 기후학적 평균장 (30년 이상의 평균치)

차이가 심할수록 El Nino 변동이 억제되어 결과적으로 ENSO 강도 또한 약화된다. Figure

2.7.13에서 보듯이, CESM-LE 결과는 북반구 겨울철의 적도 서태평양 SST(5°S~5°N,

130°E-160°E)값과 냉설역인 NINO3(5°S~5°N, 210°E~270°E) SST 의 차이는 지구온난화 시나

리오가 진행되면서 (2050~2100년 평균에서 1930~1980년 평균치를 뺀 값) 감소하고 있음을 모

든 앙상블에서 공통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CESM-LE 의 앙상블 평균은 ENSO 강도가 지구온

난화 시나리오 하에서 증가한다고 모의하지만 개개의 앙상블에서는 일부 감소하는 모습을 보

이기도 한다(앙상블 1,2,4번). 특이할만한 점은 ENSO 강도 변화와 적도태평양 동서방향으로의

SST 기울기가 강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을 확인(상관계수 : –0.85) 할 수 있다는 것인

데, 이는 동서방향으로의 SST 기울기가 약해질수록 적도태평양 표층 해수의 서향 이동이 방

해되어 ENSO 변동이 쉽게 발생하며, 이로 인해 ENSO 강도가 증가하게 된다고 유추할 수 있

다.

Figure 2.7.14a는 적도 서태평양 SST(5°S~5°N, 130°E-160°E)값 변화와 ENSO 강도 변화

간 산포도를 보여준다. 이 산포도의 형태나(앙상블 멤버 배치 등) 음의 상관성(-0.86)을 보았을

때 적도 서태평양의 온난수역의 변화는 CESM-LE에서 ENSO 강도변화의 방향성 결정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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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부분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동태평양의 NINO3(5°S~5°N, 210°E~270°E) 지역 평균

SST 와의 산포도 (Figure 2.7.14b) 와 비교를 했을 때, 동태평양 SST 또한 ENSO 강도변화에

대하여 유의미한 양의 상관성(0.51)을 보인다. 두 해역에서 앙상블 간 ENSO 강도변화에 대하

여 유의미한 앙상블간 상관성을 보인다는 것은 적도해역의 동서 평균장 기울기는 기후 내부변

동에 의해 변하게 되며, 이로 인해서 극단적인 온난화(RCP8.5) 시나리오 하에서는 현재기후

(1930~1980년대)에서 보여주는 동서 평균장 기울기에 따라서 ENSO 강도변화의 방향성이 달라

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Figure 2.7.13 과 Figure 2.7.14a 세로축의 앙상블 멤버의 배열을 비교하면 두 결과에서 멤

버간 배열순서가 서로 어느정도 일치하는 것 (예: Figure 2.7.13 의 앙상블 1,2,4번의 동서 평균

장 기울기 변화량과 Figure 2.7.14a 의 앙상블 1,2,4번이 보여주는 적도 서태평양 SST 변화량

이 가장 큰 멤버로 분류되는 점) 은 앙상블간 동서 평균장 SST 기울기 크기를 결정하는 요소

는 서태평양 SST 임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Figure 2.7.14b의 비교에서는 동태평양 수온

과 ENSO 강도변화가 비교적 높은 양의 상관성은 있지만 앙상블 멤버간 분포에 있어서

Figure 2.7.13과 일치성이 잘 나타나지는 않는다.

Figure 2.7.13. The scatter plot of between the zonal gradient of the equatorial Pacific SST (5°S~5°N,

130°E-160°E SST minus 5S~5N, 210°E~270°E SST ) change (2050∼2100 mean minus 1930∼1980

mean) during DJF and ENSO amplitude change in CESM-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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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7.14. (a) The scatter plot of between the western equatorial Pacific SST (5°S∼5°N, 130°E∼

160°E SST mean) change (2050∼2100 mean minus 1930∼1980 mean) during DJF and ENSO

amplitude change in CESM-LE. (b) as (a) but eastern equatorial Pacific SST (5°S∼5°N, 210°E

∼270°E SST) during DJ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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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 기후 예측시스템 모형 내부의 자연변동성과 인위적 강제력에 기인한 기
후 민감도 검증

지구 대기 안에서의 구름의 변동은 지구 밖으로 나가거나 들어오는 복사 에너지를 조절 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복사 강제력에 따른 기후 민감도와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지만

구름이 복사 강제력에 미치는 역할에 대한 이해가 현재까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Stocker

et al, 2013), 많은 기후 모형들은 기후 민감도에 대해서 서로 다른 결과를 모의하고 있다. 예

를 들면, 온실기체의 증가와 같은 인위적 외부 강제력에 대해서 기후 민감도 측면에서 서로

다른 결과를 모의할 수 있다. 이는 아마도 관측의 한계로 인해서 구름이 가지는 기후 피드백

현상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Choi et al. 2006). 모델에서 구름의 물리과정

을 변화시킬 때 민감도의 변화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Webb et al. 2006). 특히, 열대 서태평

양 warm pool (해수면온도(SST)가 28˚C 이상 되는 지역) 에서는 구름이 해수면온도 변화에

반응하고 다시 해수면온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이러한 구름 피드백 작용은 기후 민감도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Bony et al. 2015). 지금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열대 지역에서

SST에 대한 구름 피드백 현상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Hartmann and

Larson 2002, Horvath and Soden 2008, Ramanathan and Collins, 1991). 각각의 피드백 과정

은 이해 가능하지만, SST와 구름 그리고 outgoing longwave radiation(OLR)의 관계에 대해서

는 아직 서로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Lindzen et al. (2001)은 SST가 증가함에

따라서 Deep convection cloud는 증가하고 Cirrus cloud는 줄어들기 때문에 지구 밖으로 나가

는 OLR 이 증가 하고 이는 다시 SST를 낮추는 Negative feedback으로 작용한다고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소위 "iris effect" 라고 부른다. Mauritsen and Stevens (2015)는 만약, iris

effect를 기후 모델에 적용한다면 SST변화에 따른 OLR의 반응 뿐 만 아니라 hydrological

cycle 또한 상당히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Coupled Model

Intercomparison Project Phase 5 (CMIP5)모형을 이용하여 열대 태평양 지역에서 Cirrus

cloud와 OLR이 SST에 대해서 negative feedback으로 작용하는지 또는 iris effect가 잘 작동

하는지와 이러한 관계가 기후 민감도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

았다.

결과를 보여주기에 앞서 본 연구에서는 Convective rain ratio(CRR)라는 정의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기본적으로 Deep convection 활동이 활발한 열대 서태평양 지역 (TWP

[120E-155W, 30S-30N])에서는 Convective cloud가 Cirrus cloud를 동반하며 발생하기 때문에,

Cirrus cloud와 Convective cloud의 구분이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CRR이라는 정의를 사용하

였고, CRR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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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R = Convective Rain Rate / Total Rain Rate

Figure 2.7.15. The CRR-OLR relationships in CMIP5 simulation. Model names and their

corresponding regression slopes are indicated. Note the different scales of each panel.

즉, Cirrus형태와 Convective형태의 구름에서 생성되는 전체 강수에서 Convective 강수를

나누어 줌으로써 정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CRR의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Convection cloud

가 증가하고 Cirrus cloud는 감소할 수 있다. 그 이유는 Convective cloud가 많아짐에 따라 상

층의 수증기가 적어지게 되고 이는 Cirrus 형태의 구름을 만들기 어려운 조건을 생성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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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실제로 관측에서는 열대 서태평양 지역 (TWP)에서 CRR와 Cirrus cloud fraction의

관계가 음의 상관관계 (r = -0.71)를 나타낸다. 즉, CRR가 높을수록 Convective cloud fraction

은 증가하고 Cirrus cloud fraction은 감소한다. 이는 앞서 언급한 관계가 잘 성립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Figure 2.7.16. The CRR-CiF relationships in CMIP5 simulation. The models are not the same as

those shown in Figure 2.7.15, because some models do not simulate cirrus cloud fraction in the

atmospheric layer about 0.1 hybrid sigma pressure coordin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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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관계가 CMIP5모형에서도 잘 나타나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TWP지역에서 CRR과

Cirrus cloud fraction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Figure 2.7.15). 모형에서는 Cirrus cloud fraction

의 정의를 0.1hybrid sigma level에서의 Cloud fraction으로 정의 하였다. 그 이유는 Cirrus

cloud가 매우 높은 고도에서 생성되며 0.1sigma level이 longwave warming효과를 가장 잘 모

의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23개 모형 중에서 11개 모형이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었지만, 관측

에 비해서 상관관계를 과소모의 하고 있었다. 심지어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 모형들도 있었

는데, 이는 아직까지 모형에서 Cloud fraction과 Convective rain을 잘 모의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다른 level에서 정의한 cloud fraction 역시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모델마다 0.1sigma level에 해당하는 cloud fraction이 서로 너무 상의하게 모의하고 있기 때문

에 몇몇 모델에서는 비현실적인 관계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현재까지 많은

CMIP5모형들이 Cloud와 그에 동반하는 강수 시스템을 잘 모의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Cloud physics부분의 개선이 필요하다 것을 말해 주고 있다.

Figure 2.7.16는 TWP지역에서 CRR과 OLR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대부분의 모형에서

CRR과 OLR이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CRR이 증가하면 Convective cloud가 증

가하고 Cirrus cloud가 감소하기 때문에 지구에서 우주 밖으로 빠져 나가는 OLR의 양이 증가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는 Cooling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 이다. 만약, CRR이 감

소하여 Cirrus cloud가 증가한다면 지구표면에서 방출된 longwave radiation이 우주 밖으로 빠

져 나가지 못하고 Cirrus cloud에 반사되어 다시 지구로 돌아오게 되어 warming효과를 가져

오게 될 것이다. 물론 몇몇 모델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관계는 좀 이해

하기 힘들기 때문에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 모형들만 따로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로

서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모델은 Convective cloud와 Cirrus cloud을 구분 하지 못하고 있

고, Convective cloud가 Cirrus cloud를 동반하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가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

다.

지금까지 CRR-Cirrus cloud fraction 그리고 CRR-OLR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 보았다. 앞

서 언급한 Cirrus cloud와 OLR이 SST에 대해서 negative feedback으로 작용하는지 또는 iris

effect가 잘 작동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CRR-SST의 관계를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Figure 2.7.17은 CRR와 SST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이다. Figure 2.7.17이후부터는 Figure

2.7.15과 Figure 2.7.16에서 보인 여러 모델들 중에서 CRR-Cirrus cloud fraction, OLR의 관계

를 잘 설명하고 있으며, 비현실적으로 Cloud fraction을 모의하고 있는 모델은 제외하고 분석

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모델에서 SST가 증가할수록 CRR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즉,

SST가 증가하면 Convective cloud는 증가하고 Cirrus cloud는 감소한다. 이러한 결과는 SST

가 증가하면 할수록 "self-aggregation" 효과로 인해서 Convective cloud가 한 지역에서 뭉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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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나타나기 때문 인 것으로 사료 된다.

Figure 2.7.17. The SST-CRR relationships in CMIP5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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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7.18. The CRR-CiF_SST(shading; C) relationships in CMIP5 simulation.



- 176 -

Figure 2.7.19. The CiF-OLR_SST(shading; C) relationships in CMIP5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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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7.18과 2.7.19는 앞서 보여준 각각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Cirrus cloud fraction-OLR-SST와 Cirrus cloud fraction-CRR-SST의 관계를 함께 나타냈다.

Iris effect를 따르면 열대 서태평양 지역에서는 SST가 증가함에 따라서 Convective cloud가

증가하게 되고 이는 상층의 수증기의 감소를 유도하고, self-aggregation을 통해서 Cirrus

cloud를 감소시킨다. 감소된 Cirrus cloud로 인해서 지구 표면에서 우주로 방출되는 OLR의 양

이 증가 하게 되는데 이는 다시 SST의 Cooling을 유도하게 되는 기작으로 작용한다. 즉,

cloud negative feedback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관계가 관측에서는 잘 나타나지만 CMIP5

모형에서는 몇몇 모형을 제외하고서는 뚜렷한 관계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것이 현재까지 모

형이 가지고 있는 문제이자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모델마다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향

후 좀 더 자세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지금까지 CMIP5 모형 안에서 Cirrus

cloud-OLR-SST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iris effect의 기작이 모형 내에서 잘 모의되는

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몇몇 모형에서는 관측과 비슷하게 그 관계를 잘 모의하지만

대부분의 모형에서는 관측과 큰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기작을 잘 모의하지 못하게 되면

Global warming 시나리오에서 기후변화를 예측하는 것도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

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때문에 향후 이러한 관계 개선에 대해서 모형을 향상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해 좀 더 심층적으로 연구를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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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7.20 An illustration of the concentration effect of deep convective clouds (DCCs) over the TWP
region.

DCC는 일반적으로 가장 넓은 지역에 걸쳐 고고도에 모루형태의 권운(Cirrus), 넓은 지역의

층운형태의 구름에서 나오는 강수 (점선), 및 대류 코어 (거품)로 인한 좁은 영역의 대류성 강

수 (실선)를 야기한다. 권운은 꼭대기가 매우 차기 때문에 지표에서 나가는 장파 복사 (OLR)

를 효과적으로 차단한다. 그러나 비정상적으로 높은 SST 조건에서는 DCC가 많아지고, 이는

상층의 수증기의 감소를 유도하는데, 여기서 self-aggregation을 통해 권운이 감소되어 많은

OLR이 나가고 지표면을 냉각시킨다.

2.8 해양-대기 상호작용 특성연구

최근 북서태평양 지역에서는 지속적으로 해수면 온도 상승의 경향이 나타났으며, 북동태평

양지역에서는 해수면온도 하강 경향이 나타났다 (Figure 2.8.1). 이러한 북태평양 지역에서의

해수면온도 경향 분포는 1988/89년과 1998/99년 북태평양에서 발생한 regime shift와 매우 밀

접한 관련이 있다. 우선 1988/89년 regime shift발생 이후에는 북태평양 전체지역에서 평균 해

수면온도 상승이 발생하였으며, 1998/99년 regime shift때는 북태평양지역 중에서도 남서와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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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북태평양 지역에서 평균 해수면온도 상승이 발생하였다 (Figure 2.8.2a,b). 특히, 최근 북태

평양 해수면온도 경향 분포에 1988/89년 regime shift보다 1998/99년 regime shift때 더욱 높은

기여도를 보였는데, 이는 남서와 남중 북태평양 지역의 해수면온도 편차의 시계열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Figure 2.8.2c). Figure 2.8.2c는 남서와 남중 북태평양 지역의 해수면온도 편차의

시계열을 나타낸 것으로, 1998/99년의 경계로 해수면 온도의 상승과 해수면 온도 편차의 유의

한 shift가 발생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Figure 2.8.1 Spatial pattern of the linear trend in sea surface temperature

based on the December-January-February (DJF) seasonal mean for the

1976/77-2011/12 periods.

1998/99년 북태평양 regime shift의 특징은 약 40°N을 기점으로 남서와 남중 북태평양 평균

해수면온도의 유의한 상승이며, dipole-like structure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Figure 2.8.2b,c).

이렇게 dipole-like strucure를 나타내면서 1998/99년을 경계로 남서와 남중 북태평양 해수면온

도의 갑작스러운 상승에 대한 주된 원인으로 본 연구에서는 해수면온도와 해양표층 바람의

slow dynamic adjustments와 관련된 해양의 열 이류를 통한 남북방향의 열 교환 때문으로 가

정하였다. 1998/99년 이전 북태평양의 동풍계열의 표층바람 편차가 약 40°N을 기점으로 우세

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남쪽에서 positive wind stress curl을 북쪽에서 negative wind stress

curl을 유도한다 (Figure 2.8.3a). 동풍계열의 표층바람 편차는 1998/99년 regime shift 이전에

북태평양 전체 영역에 걸쳐 나타난 해수면온도의 상승과 연관이 있다. 기본적으로 본 연구에

서는 해양의 바람응력 강제력과 해양순환 사이에 지연상관관계를 가지고 slow adjustment 가

성립한다고 가정하였는데, 그것은 십수년 주기의 변동성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렇게 유도된

각각의 wind stress curl은 1998/99년 이후에 남쪽에서는 북으로 향하는 해류를 형성하고 북쪽

에서는 남으로 향하는 해류를 형성한다 (Figure 2.8.3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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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8.2 Difference in North Pacific (20°N-60°N, 120°E-120°W) during

winter-mean SST (°C) (a) between 1976-87 and 1988-97 (b) between

1988-97 and 1998-11. Dots denote the region where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is above the 95% confidence level based on a Student’s t

test. (c) Time series of SST (°C) anomaly in the western and central

North Pacific (20°N-44°N, 120°E-150°W) during winter for the period

1976-2011 and the epoch averaged divided by the decadal abrupt

changes. The decadal abrupt changes exceed the 95% confidence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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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8.3 (a) Anomalous zonal-mean zonal wind in the period 1988/89-1997/98. (b)

Anomalous zonal-mean meridional surface current for the period 1998/99-2007/08.

(c)-(g) are the same as in (b) except but the anomalous zonal-mean meridional

current averaged from the surface to the depth of 45m, 100m, 200m, 300m, and

3000m, respectively. The zonal mean is taken over 120°E-120°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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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렇게 남과 북에서 형성된 해류에 남쪽에서는 저위도 지역의 온난한 물을 북으로

수동하고 북쪽에서는 고위도 지역의 차가운 물을 남쪽으로 수송한다. 그 결과 남북의 해류 때

문에 40°N을 기점으로 남쪽지역에서는 해수면온도의 유의한 상승이 북쪽지역에서는 해수면온

도의 하강과 함께 warm and cold의 dipole-like structure가 나타났다. 따라서 1998/99년 북태

평양 regime shift의 원인은 1988/89년 이전에 북태평양지역에서 나타난 해수면온도와 해양표

층바람의 slow dynamic adjustment 때문에 유도된 1998/99년 이후의 열 이류를 통한 남북방

향의 열 교환 때문이다 (Figure 2.8.4).

Figure 2.8.4 Schematic diagram of the evolution feature of SST, surface zonal

wind, wind stress curl, and upper-layer meridional current anomalies

indicating the multi-decadal climate oscillation. The positive and negative

wind stress curl are marked as () and (), respectively.

또한 1998/99년을 기점으로 서태평양 지역 특히, Kuroshio current가 시작하는 지점에서 평

균 해수면온도의 상승과 해수면온도 편차 시계열에서 유의한 shift가 발생하였다 (Figure

2.8.5). Kusoshio current는 적도의 온난한 물을 중위도 까지 수송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의 해수면상승은 1998/99년 이후 북태평양의 해수면온도 변화에 크게 기여하였을 것

으로 사료된다. 뿐만 아니라, 최근 연구결과에 의하면 Kuroshio current가 시작되는 지점이 점

차 적도 쪽으로 남하하면서 예전보다 좀 더 온난화한 물을 수송할 가능성이 있다 (Qiu, 2001;

Qu and Lukas, 2003; Chen and Wu, 2012; Wu et al., 2012). 1998/99년 regime shift의 원인을

설명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기작이 존재 하겠지만, 추후에 tropical-midlatitude oceanic

teleconnection을 통하여 1998/99년 북태평양 regime shift의 원인을 설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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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8.5 Time series of SST (°C) anomaly in North Equatorial Current bifurcation

region (10°N -20°N, 120°E-170°E) during winter for the period 1976-2011 and the

epoch averaged divided by the decadal abrupt changes. The decadal abrupt changes

exceed the 95% confidence level.

서태평양과 인도양사이에 위치하는 남중국해(South China Sea)는 남동아시아에서 가장 큰

연해이다. 남중국해는 남동아시아 몬순 시스템에 영향을 받으며, 남중국해 주변 지역의 바람

분포에 의하여 다양한 표층순환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Wyrtki 1961). 남중국해는 또

한 동인도양과 서태평양 난기풀 (warm pool) 지역의 일부분으로서 해양과 대기의 상호작용이

매우 중요하게 나타나는 지역이다 (Wu and Wang 2001). 또한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Shin et al. 2011) 동아시아 몬순 변동성에 가장 민감한 영향을 끼치는 해역은 남중국해인 것

으로 제시되었다. 특히 최근 남중국해의 여름철 표층 수온은 경년 변동성과 함께 뚜렷한 온난

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2.8.6). 이와 같은 온난화 경향은 이 지역에서

의 해양과 대기의 상호 작용 특성에 변화를 줄 수 있으며, 남중국해 지역의 표층 수온의 증가

는 표층해수의 증발을 야기해 대기 하층에서 수증기의 수렴을 발생시키고 이것은 이 지역에서

대류현상을 발생시켜 대기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 (Lestari et a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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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8.6 Time series of sea surface temperature averaged in South China Sea during the boreal

summer (June-July-August) for the period of 1979~2011. Unit is °C.

그러므로 이 지역에서의 표층 수온의 증가는 대기의 대류활동 및 강수량을 증가시키는 주

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이 지역에서의 강수 현상 및 구름 운량의 변화와

같은 대기의 특성 변화는 해양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량 및 해양의 증발, 해수 혼합 등과 같은

특성에 영향을 줌으로 남중국해 지역의 표층 수온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지역

에서 해양표층온도-강수-구름간 상호작용의 특성을 이해하고 주변 아시아 지역의 일기 및 기

후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이와 같은 특성이 KIOST 기후 예측 시스템 모형의 적

분 결과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검증하고 모형 내부의 특성을 이해함으로 모형의 물리과정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남중국해 지역의 해양-대기 상호작용 특성의 장주기 변동성을 알아보기 위해 이 지역에서

평균된 여름철 표층 수온과 강수량의 11년 이동 상관계수를 계산하였다 (Figure 2.8.7). 그림에

서 볼 수 있듯이 1999년을 전후로 남중국해의 표층 수온과 강수량의 상관성이 뚜렷하게 변화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1979년부터 1998년까지 표층 수온과 강수량은 음의 상관성을 나

타낸 반면에 1999년 이후에는 양의 상관성을 나타내었다. 상관계수가 대기-해양의 물리적 특

성을 온전히 설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표층 수온과 강수량의 음의 상관성은 표층 수온 즉 해양

변동성이 강수량 변동성 즉 대기 변동성에 의해 반응하고 있음을 암시하며 반대로 두 변수의

양의 상관성은 해양 변동성이 대기 변동성의 강제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암시적으로 보여주

고 있는 것이다 (Wu and Kirtman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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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8.7. The 11-year running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Sea

Surface temperature and precipitation over South China Sea for

the period of 1979-2011. Note that the X-axis indicates a center

of year in the 11-year window, therefore, the 2004 indicates a

correlation coefficient in the year of 1999-2009.

Figure 2.8.8의 a,와 b는 Figure 2.8.7의 결과를 근거로 표층수온과 강수량의 상관성이 음의

상관성에서 양의 상관성으로 변화한 1999년을 경계로 1999년 이전을 전반기로, 이후를 후반기

로 정의하여 각 기간에서 표층 수온과 강수량의 상관성을 나타낸 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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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Figure 2.8.8. (a) Simultaneous correlation coefficients in Precipitation-SST during summer for the

period 1979-1998. (b) is the same as in (a) except but the period of 1999-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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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층수온의 격자를 선형 보간법을 통하여 강수량의 격자에 맞춘 후 격자별 상관성을 계산

하였다. 전반기의 표층 수온과 강수량의 상관성은 남중국해 대부분의 지역에서 음의 상관성을

나타냈지만, 후반기의 경우에 표층 수온과 강수량의 상관성이 남중국해 지역을 중심으로 양의

상관성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것은 Figure 2.8.7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즉

Figure 2.8.8의 (a)과 (b)의 결과들은 1990년대 후반을 경계로 남중국해 지역의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의 특성이 뚜렷하게 변하였음을 암시한다.

Figure 2.8.9의 a와 b는 남중국해의 여름철 월별 평균 표층 수온에 대하여 대기 변수들

과의 지연 상관성 분석을 전반기와 후반기로 각각 나누어서 분석한 결과이다. 전반기에는 거

의 모든 대기변수들이 지연 시간 변화에도 불구하고 표층 수온과의 상관성이 음의 상관성 또

는 양의 상관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Figure 2.8.9a). 표층 수온과 강수량, 표층 풍속,

구름 운량은 지연 시간 변화에 따라 음의 상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연직 속도, 단파 복사, 잠

열속과는 양의 상관성을 가진다. 이 결과는 대기 강제력이 해양의 표층 수온 변화를 주도하는

상태를 나타낸다. 즉, 대기의 지속적인 영향에 의해서 해양의 표층 수온이 반응하고 있으며,

그 상관성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계속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후

반기의 경우에는 표층 수온의 변화에 따른 대기변수들의 변화는 전반기와 큰 차이가 나타났다

(Figure 2.8.9b). 예를 들면 표층 수온의 증가는 두 달 후의 잠열속량과 구름 운량 및 연직 속

도를 증가시키며 단파 복사량의 감소와 함께 강수량의 증가와 상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상관계수의 결과이지만 이와 같은 결과는 표층 수온의 증가가 시간 지연을 두고 대기 변

수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나아가 대기 변수들 또한 시간 지연을 두고

표층 수온의 변화와 약하지만 어느 정도 상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강수량, 잠열속, 연직 속도 그리고 구름 운량의 증가 및 단파 복사의 감소는 한 달

후 표층 수온의 감소와 상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표층 수온의 증가는 두 달

후의 잠열속의 증가, 수직속도의 증가, 구름 운량의 증가와 함께 강수량의 증가를 가져오며,

단파 복사량의 감소가 나타난다. 그리고 이러한 강수량의 증가, 구름 운량의 증가, 단파 복사

의 감소는 한 달 뒤에 표층 수온의 감소를 유도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들

1990년대 후반 이전에는 남중국해의 대기-해양 상호작용은 대기 강제력에 의한 해양 변화가

뚜렷하였다면 1990년대 후반 이후에는 해양 강제력에 의한 대기 변동성이 뚜렷함과 동시에 시

간 지연을 두고 해양과 대기의 상호작용이 일어났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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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Figure 2.8.9. (a) Lead-lag correlation of SST and various atmospheric variables over South China

Sea during summer for the period of 1979-1998. (b) is the same as in (a) except but the period

of 1999-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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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남중국해의 해양-대기 상호작용의 변화가 이와 같은 표층 수온의 역할 변화가 동북

아시아 여름철 몬순 변동성과 어떤 상관성의 변화를 유도하였는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먼저 Table 2.8.1은 전반기와 후반기 남중국해 지역의 강수량, 표층 수온과

동북아시아의 강수량과의 상관성을 나타낸 것이다. 먼저 전반기, 후반기 모두 남중국해 강수량

변동성은 동북아시아 강수량 변동성과 음의 상관성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전체 분석 기간 동

안 (1979-2011) 두 지역의 강수량 변동성의 상관성 역시 음의 값 (-0.37) 으로 남중국해 지역

의 강수량 증가 (감소)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강수량 감소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은

남중국해의 강수량 변동성과 연관된 두 지역 간의 남북 방향의 지역 대기 순환구조에 기인한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즉 Figure 2.8.10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남중국해에서 동북아시아로

이어지는 남북 방향의 지역 대기 순환 구조는 남중국해의 강수량 증가가 지역 해들리 순환의

변조를 통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하강 기류의 강화를 가져와 그 지역에서의 강수량 감소를

유도하며 반대로 남중국해의 강수량 감소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상승 기류의 강화를 가져와 그

지역에서의 강수량 증가를 유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Northeast Asia

South China Sea

Precipitation

1979~1998 1999~2011

 Precipitation -0.34 -0.56**

 SST 0.63*** -0.31

Table 2.8.1.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sea surface temperature and

precipitation over South China Sea and Northeast Asia, respectively, for the

period of 1979-1998 and 1999-2011.

** 95% confidence level

*** 99% confidence level

Table 2.8.1에서 흥미로운 것은 남중국해 강수량과 동북아시아 강수량 변동성의 음의 상관

성이 후반기에 더욱 강해졌다는 것이다. 앞 절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전반기와 후반기 남중국

해 지역에서 대기-해양 상호작용의 특성 변화가 이와 같은 상관성의 변화에 대한 물리적 원인

을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즉 후반기와 전반기 남중국해 지역의 가장 큰

변화중의 하나는 해양의 역할 변화로 생각할 수 있다. 즉 후반기에는 남중국에서 해양 강제력

이 대기 변동성의 주요 원인이며 또한 이 지역에서 대기-해양 상호작용이 전반기에 비해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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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일어났다는 것이다. 이것은 남중국해 표층 수온 변동성과 동북아시아 강수량 변동성의

상관성의 변화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즉 전반기에는 남중국해 표층 수온의 변화는 대기 강제

력에 의한 변화가 우세하였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강수량이 증가할 경우 표층 수온은 감소하

게 되고 동북아시아 지역의 강수량 또한 감소하게 되어 결국 남중국해 표층 수온 변화와 동북

아시아 강수량은 양의 상관성을 가지게 된다. 그에 반해 후반기에는 표층 수온의 변화가 이

지역에서 대기 변동성을 유도하였기 때문에 반대로 음의 상관성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남중국해 표층 수온의 증가가 이 지역에서의 강수량 증가를 유도하게 되고 이 지

역에서의 강수량 증가는 지역 해들리 순환에 영향을 주어 동북아시아 지역에 하강기류를 유도

강수량의 감소를 가져오게 된다 (Figure 2.8.10). 따라서 남중국해 표층 수온은 동북아시아 강

수량과 음의 상관성을 보이게 된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후반기 남중국해 해양 강제력의 증가

와 대기-해양 상호작용에 의해 유도되는 이 지역에서의 강수량 변동성이 남북방향의 지역 대

기 순환의 변동성을 통해 동북아시아 강수량과 더욱 밀접한 연관성을 유도하였음을 생각할 수

있다.

Figure 2.8.10. The regressed stream line against with the precipitation variations averaged in South

China Sea during summer for the period of 1979-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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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대 지역에서 대기의 deep convection은 지구 기후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Zhang 1993).

Convective latent heat의 방출은 적도-중위도를 연결하는 대규모대기 대기 순환을 유도하는

중요한 기작으로 작용한다 (Webster 1972). 또한 deep convection은 지구의 radiation budget

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Ramanathan et al. 1989, Harrison et al. 1990). 특히 지구온난화 하

에서 deep convective에 의한 연직적인 수증기 분포는 feedback mechanism에 매우 중요하다

고 알려져 있지만 아직까지 연구는 미미한 상태이다 (Betts 1990). 이러한 deep convection은

해수면온도가 27.5C이상 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며, 이러한 해수면온도는 태양 복사에너지에 영

향을 받는 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deep convective의 변동성이 복잡한 물리 과정을 통해 어

떻게 복사 및 대기 순환장과 상관성을 가지고 있는 가에 대한 상세한 과정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양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Graham and Barnett 1987, Zhang 1993, Lau and Nath.

199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열대 서태평양 지역에서 해수면온도와 deep convective

cloud의 관계에 대해서 분석하고 나아가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SST-Radiation-Cloud

feedback 변화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Figure 2.8.11은 1979-2013년 늦여름철 (7월,8월) 서태평양 지역의 평균 해수면온도(sea

surface temperature, SST)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열대 서태평양

지역의 평균 해수면온도는 28°C이상으로 고온의 분포를 나타내는데 이렇게 평균 해수면 온도

가 28°C 이상을 나타내는 지역을 본 연구에서는 Warm Pool이라 정의하였다. Figure 2.8.12a는

Warm Pool 지역(120°E-170°E, 10°S-10°N)의 늦여름철(7월,8월) 평균 표층온도의 시계열을 보

인 것이고 (1979-2013) Figure 2.8.12b는 기후학적인 평균값을 뺀 편차값의 시계열을 보인 것

이다. Figure 2.8.12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Warm Pool지역의 표층온도는 온난화 경향을 보이

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Figure 2.8.12b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1990년대 중반을

경계로 Warm Pool지역 표층온도가 뚜렷하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2.8.12의 결

과를 바탕으로 Warm Pool지역 내에서 1990년대 중반을 경계로 SST-Radiation-Cloud

Feedback 변화를 살펴보았다.



- 192 -

Figure 2.8.11 Climatological mean sea surface temperature in late summer (July-August)

for 1979-2013.



- 193 -

Figure 2.8.12. Time series of mean SST(°C) in the Warm Pool

(120°E-170°E, 10°S-10°N) during the late summer (July-August) for

1979-2013. Red line indicates a linear trend. (b) As in (a), but

subtracting the climatological m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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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8.13a,b,c은 Warm Pool지역 내에서 지역 평균한 SST와 Deep convective cloud,

Precipitation, Shortwave radition의 시계열을 이용하여 11년 이동 상관계수를 나타낸 그림이

다. Figure 2.8.14의 결과는 Warm Pool 지역 내에서 SST-Radiation-Cloud Feedback이 1990

년대 중반을 경계로 변화한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1990년대 중반이전에는 Deep convective

cloud의 변화가 강수와 Shortwave radiation의 변화를 유도하고 이는 SST 변동성에 영향을

주지만, 이후기간에는 SST 변화가 Deep convective cloud의 변동성을 유도하고 이는 다시 강

수량과 Shortwave radiation의 변화를 유도하게 된다. 즉 1990년대 중반 이전에는 대기의 변화

가 해양의 변화를 유도하는 관계에 있었다면,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해양이 대기의 변화를

유도하는 관계로 변화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첫 번째로 1990년대 중반을 경계로 평균 해수면온도의 변

화로 인한 대기의 불안정성이 커졌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1990년대 중반이후 Oceanic

forcing으로 변화한 이유에 대해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 Lead-lag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2.8.2, Table 2.8.3). 표에서 볼 수 있듯이, 1990년대 중반 이후 기간 동안에 초여름철 (5

월,6월)의 강수와 단파복사가 늦여름철 해수면온도 변화에 각각 음의 상관관계와 양의 상관관

계를 가지고 유의하게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초여름철 강수와 단파복사는 초여

름철 Deep convective cloud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초여름철의 Deep

convective cloud의 변화가 늦여름철 해수면온도 변화 시키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1990년대 중반 이전에는 뚜렷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늦여름철 Warm Pool 지역에서 SST-Radiation-Cloud Feedback 변화는 초여름철 Deep

convective cloud의 변화에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초여름철의 Deep convective cloud변화 원

인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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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8.13. (a) 11-year running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SST and Deep convective cloud over the Warm

Pool for 1984-2009 during the late summer (June-August).

(b) Same as in (a), but for SST and Precipitation. (c)

Same as in (a), but for SST and Short wave radiation.

Note that the X-axis indicates the center of the year in

the 11-year window; for example, the correlation coefficient

at 1989 indicates the correlation coefficient for 1984-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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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8.2 Lead-lagged Deep convective cloud-SST, Precipitation-SST, Shortwave radiation-SST

correlation coefficient over the Warm Pool for 1984-1994 and 1999-2009.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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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8.14 (a) Schematic diagram to summarize SST-Cloud-Radiation feedback processes

for 1984-1994. (b) Same as in (a) except for 1999-2009.

Table 2.8.3. Lead-lagged Deep convective cloud-Precipitation , Deep convective

cloud-Shortwave radiation, Precipitation-Shortwave radiation correlation coefficient over the

Warm Pool for 1984-1994 and 1999-2009.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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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기후 변화/변동 메커니즘 분석

2.9.1 1997/98년 겨울철 북서태평양 regime shift 와 열대 태평양간 상관성 
분석

기존 연구결과에 따르면, 북태평양 지역의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문헌들과 끊임

없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Trenberth 1990, Yeh et al. 2010). 북태평양 지역의 기후를 연

구하는데 있어서 가장 주요 변수중의 하나인 해수면 온도 변동성은 십년주기 이상의 장주기

변동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기후 역학적인 관점에서 그 변동 원인에 대해서

는 여전히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Trenberth and Hurrell 1994). 기존 연구

결과에서 1976/77년 겨울철 북태평양은 급격한 “climate transition" 또는 ”climate regime

shift"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Trenverth 1990). 나아가 1988/89년을 경계로 발생한 나

타난 climate regime shift에서는 1988년 이후로 NPGO (North Pacific Gyre Oscillation,

NPGO) 형태의 해수면 온도 변동성이 강화되었는데 이는 열대태평양 해수면온도 변동성과 간

단히 연관되어 있지 않다고 알려져 있다 (Yeh et al. 2010).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와 같

은 북서 태평양 지역에서의 해수면 온도의 장주기 변화는 최근 열대 서태평양지역의 급격한

해수면 온도 증가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고 밝혀진 바 있다(Park et al. 2012, Kumar et al.

2010). 또한 아열대 지역의 서안경계류의 강화로 적도지역의 따뜻한 물이 중위도 지역으로 많

은 양의 열을 운송하고 있는 것도 그와 같은 장주기 변동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Wu et al., 2012).

열대 서태평양 지역에서 1990년대에 북서 태평양 지역의 해류계는 위도 10-15°N 사이에 서

향하는 북적도해류(North Equatorial Current, NEC)가 존재하고, NEC는 태평양 서쪽의 경계

부에서 고위도로 북상하는 쿠로시오 해류(Kuroshio Current, KC)를 형성한다. NEC는 필리핀

해안을 따라 분기하는데 분기점의 위도 변화는 경년변동에서 십년주기로 나타난다. 이러한

NEC의 변화는 적도지역의 따뜻한 물을 서안 경계를 따라 중위도로 보내는 쿠로시오 해류에

영향을 주며, 이는 중위도 지역의 북서태평양 해수면 온도에도 영향을 준다. NEC의 분기점은

해면고도(Sea Surface Height, SSH)의 자료로부터 산출 할 수 있는데 (Qiu and Chen 2010).

선행 연구 결과에 따르면 NEC의 분기점이 지난 60년간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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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9.1 (a) Linear trend in sea surface temperature

based on the December-January-February (DJF)

seasonal mean for the 1979-2010 period. (b) Time series

of mean SST (°C) in the western and central North

Pacific (20°-44°N, 120°E-150°W) during winter for the

period of 1979-2010.

Figure 2.9.1a는 1979-2010년 기간 동안 북태평양 지역 북태평양 지역 (20°N-60°N,

120°E-120°W)의 겨울철 (12월,1월,2월) 선형 경향성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북서태평양 해수면온도의 뚜렷한 선형 증가를 볼 수 있다. Figure 2.9.1b는 북서태평양

(20°N-44°N, 120°E-150°W)지역의 기후 평균값을 뺀 편차 값을 시계열로 보인 것으로 1990년

대 후반에 북서태평양에서의 해수면온도가 크게 높아 진 것을 볼 수가 있다. 따라서 1990년대

후반에 나타난 북서태평양의 해수면온도 변화 원인에 대한 분석을 하기 위해 관측자료와

SODA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해수면온도는 1979년 12월부터 2011년 2월까지의 Extended

Reconstruction SST, version 3 (ERSST.v3; Smith et al., 2008)이다. 같은 기간 동안 지오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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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셜 고도(Geopotential height)와 표층바람은 National Centers for Environmental

Prediction-National Center for Atmospheric Research (NCEP-NCAR) Reanalysis 1 (Kalnay

et al. 1996)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겨울철(12월-2월)기간 동안만을 분석하였으며 주로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경험적 직교함수(EOF, Empirical Orthogonal Function)분석을 통하여 북

태평양 climate regime shift를 설명하고, 이와 같은 regime shift의 원인을 북적도 해류의 분

기점 변화와 바람응력에 따른 해류의 이동으로 설명하였다. 두 기간 동안의 평균장을 비교하

기 위해서 통계적 유의성 검정 실험인 Student's t-test 를 사용하였으며, 효과적인 자유도에

대한 계산은 Liverzey and Chen (1983)에서 제시된 방법을 사용하였다. 추가적으로 EOF 주된

성분(Principal component, PC)의 시계열을 분석하였다. 또한 회귀분석을 통하여 북적도 해류

분기점의 변화와 북태평양의 해수면온도와 상관성을 알아 보았다.

2.9.2 평균 해수면 온도 및 주요 변동모드의 변화 

Figure 2.9.2 (a) Difference in Pacific (20°N-60°N, 120°E-120°W)

during winter-mean SST (°C) between 1979-97 and 1998-10. (b)

Difference in Pacific (20°S-20°N, 120°E-120°W) during

winter-mean SST (°C) between 1979-97 and 1998-10. Dots

denote the region where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is above the

95% confidence level based on a Student’s t test.

Figure 2.9.2a는 북태평양에서 1997/98년을 경계로 평균해수면 온도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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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북태평양의 평균 해수면 온도는 북서태평양과 북중태평양에서 약 0.4°-1°정도로 유의한 증

가(온난현상)를 보였으며, 북동태평양 부분에서는 유의하게 냉각 현상이 나타났다. 반면에 열

대 태평양에서는 서태평양에서 온난현상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중태평양과 동태평양에서는

냉각현상이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보이고 있다 (Figure 2.9.2b). 이는

1997/98년을 경계로 열대 서태평양지역의 온난현상이 북서태평양지역의 해수면 온도변화에 영

향을 줄 수 있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어느 정도 일치한다 (Park et al., 2012). Figure 2.9.3a,b

는 전체기간 (1979-2010)동안의 해수면온도 변동 특성을 나타낸 것으로 북태평양의 해수면온

도 편차의 첫 번째와 두 번째의 EOF들의 공간분포를 보인 것이고 Figure 2.9.3c,d는 각 모드

들의 Principal Component (PC) 시계열을 보여주고 있다. EOF 첫 번째 모드 (이하 EOF1)

과 EOF 두 번째 모드 (이하 EOF2)는 각각 24.5% 와 23.9%의 변동성을 설명해주고 있으며,

각각 확연히 다른 양상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ure 2.9.3 (a) First and (b) second EOFs of North Pacific SSTAs(nondimensional) for

the period 1979-2010 during winter. (c),(d) PC time series of the first and second

EOFs for the period 1979-2010, respectively.

EOF1의 공간 패턴 양상을 보면 40°N 부근을 경계로 남북방향으로의 쌍극자 형태의 구조

특성을 보인다. 양의 해수면온도 편차는 40°N 부근을 경계로 남쪽으로 동아시아 연안 해양부

터 북중 태평양 까지 확장 되어 있는 반면에 40°N북쪽으로 북중 및 북동 태평양 까지 음의



- 202 -

해수면온도 편차가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기존 연구결과에서 NPGO 모드 라고 알

려져 있다. 이와 반대로 EOF1의 공간 패턴 양상을 보면 음 (negative) 의 해수면온도 편차의

특성이 북서 및 북중 태평양에 타원형의 형태로 위치하고 있으며 북태평양의 북,동에서는 양

(positive)의 부호로 위치하고 있다. 이 공간패턴은 PDO의 구조와 매우 유사하다 (Mantua et

al. 1997). Figure 2.9.3c,d에서 PC 시계열을 보면 EOF1 PC에서는 1997/98년 변화를 볼 수 있

지만 EOF2 PC에서는 뚜렷한 변화는 볼 수가 없다. 이와 같이 EOF1로 표현되는 해수면 온도

변동성의 특성이 북태평양 climate regime shift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Figure 2.9.4 (a) Linear trend in sea surface height on

the December-January-February (DJF) seasonal

mean for the 1979-2007eriod. (b) Difference in

Pacific (30°S-30°N, 120°E-120°W) during

winter-mean SSH(m) between 1979-97 and

1998-07Dots denote the region where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is above the 95%

confidence level based on a Student’s t test.

Figure 2.9.4a는 1979-2007년 동안 겨울철(12월-2월) SSH의 선형 경향성을 나타내고 있다.

열대 서태평양 지역에서 겨울철 SSH의 증가 경향이 동태평양 지역에서는 감소 경향이 보인

다. 이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특히 1997/98년을 경계로 평균 SSH의 변화가 뚜렷

하게 나타났다 (Figure 2.9.4b). 점으로 표시된 부분은 두 기간 동안 평균 SSH 차이가 통계적

으로 95% 유의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즉, 1997/98년을 경계로 열대 태평양 지역의 평균장의

변화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뜻한다. 이러한 SSH의 변화는 열대 서태평양 지역에서 북적도해류

의 분기점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즉, 남북 방향으로의 SSH의 변화는 지형류의 흐름의 위

도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Figure 2.9.5는 SSH의 자료로부터 산출한 NEC의 겨울철 분기점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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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나타내고 있다.(Qiu and Chen, 2010)

붉은색 선은 전 기간(1979-2007년)동안의 선형 경향, Yp(t) = 11.9 - 0.13 x h'(t) (°N), 을

나타낸 것이다. 이는 최근 SSH의 변화에 따라 NEC 분기점이 적도쪽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

여주고 있는 것이다. 특히 평균 SSH변화가 가장 큰 차이를 보인 1997/98년 이후로 분기점의

적도쪽으로 이동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분기점변화에 대한 북태평양 해수면온도의 상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하였다 (Figure 2.9.6). 그 결과 북적도 해류의 분기점이 적도쪽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더 온화한 물과 열을 북서태평양에 공급하여 해수면온도의 상승을 가져와

1997/98 기간의 regime shift에 기여한 것으로 사료된다.

Figure 2.9.5 Time series of

the NEC bifurcation

latitude Yp(t)based on

the observed SSH

anomaly data in

12°N-14°N and

127°E-130°E. Red line

denotes the linear trend.

Figure 2.9.6 Mean SST regressed for NEC bifurcation latitude time

series during winter for the period 1979-2007. For a

convenience, -1 is multip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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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 북반구 대기 순환 지수들의 상관성 변화

Table. 2.9.1은 우리나라 21개 기상 관측소에서 얻어진 겨울철 평균 기온과 북반구 대기 순

환 지수들과의 상관성을 나타낸 것이다. 1970년부터 2010년까지의 전체 분석 기간 동안 우리

나라 겨울철 기온 변동성과 북극진동 지수, 시베리아 고기압 지수 및 알류산 저기압 지수의

상관성은 각각 0.43, -0.52, 0.38로 모두 95% 신뢰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즉 양의 위상의 북극진

동, 약한 시베리아 고기압, 그리고 알류산 저기압의 약화는 우리나라 겨울철 기온의 상승과 연

관성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겨울철 기온의 뚜렷한 온난화 경향이 관측된 이전 기간과 이후

기간에 우리나라 겨울철 기온과 각 지수들과의 상관성은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1986년을 기

준으로 이전 기간인 1970년부터 1985년까지를 전기로 정하고 이후 기간인 1986년부터 2010년

까지를 후기로 정하여 기간별 우리나라 겨울철 기온과 대기 순환 지수들과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북극진동 지수와의 상관성은 전기에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상관계수: 0.19) 후기에 들어

서는 0.72의 매우 유의한 상관성을 갖고 있었다. 그에 반해 시베리아 고기압 지수는 전기에

-0.79의 높은 상관성을 가지고 있었으나 후기에는 상관계수값이 -0.46으로 상관성이 감소한 결

과를 나타냈다. 또한 알류산 저기압 지수와 우리나라 겨울철 기온의 상관성도 전기에 비해서

후기에 상관성이 감소하였다.

correlation coefficient
Arctic

Oscillation
Index

Siberian
High
Index

Aleutian
Low

Index

70/71-10/11 0.43** -0.52** 0.38*

70/71-85/86 0.19 -0.79** 0.64**

86/87-10/11 0.72** -0.46* 0.20

Table. 2.9.1.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Korean winter temperature and Arctic

Oscillation Index, Siberian High Index and Aleutian Low Index for each period.

                                                           * 95% confidence level

** 99% confidence level

이와 같은 결과는 우리나라 겨울철 기온과 해면기압 사이의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2.9.7). Figure 2.9.7a는 전기 기간의 우리나라 겨울철 기온과 해면기압 사이의

회귀분석 결과로 우리나라 겨울철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시베리아 고기압 지역에서는 음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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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값이 알류산 저기압 지역에서는 양의 회귀값이 나타남을 볼 수 있어 이 시기에 우리나라 겨

울철 기온과 시베리아 고기압 및 알류산 저기압의 변동성이 밀접한 상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북극지역에서의 해면기압 구조는 전형적인 북극진동의 그것과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후기의 우리나라 겨울철 기온과 해면기압 사이의 회귀분석 결

과 (Figure 2.9.7b)는 전기 (Figure 2.9.7a)와는 대조적으로 전형적인 북극진동 구조를 보이고

있어 우리나라 겨울철 기온 변동성이 북극진동과 높은 상관성을 가짐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Figure 2.9.7b의 결과는 후기 기간에 우리나라 겨울철 기온 변동성과 시베리아 고

기압의 변동성과의 상관성이 전기 기간에 비해 감소하였음을 보여주며 알류산 저기압의 경우

는 변동성보다 중심 위치의 변화와 상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Figure. 2.9.7 The linear

regression coefficients

between the normalized

Korean winter

temperature and sea level

pressure (a) before 1986

and (b) after 1986.

Shading indicates the

90% confidence level.

Unit is hPa.

우리나라 겨울철 기온과 북반구 대기 순환 지수들과의 상관성 변화를 십년 주기 이상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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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 관점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각 지수들과의 15년 이동 평균 상관계수를

계산하였다 (Figure 2.9.8). 예를 들어 1977년의 값은 1970년부터 1984년까지의 지수들과 우리

나라 겨울철 기온과의 상관계수를 의미한다. Table. 2.9.1의 결과와 유사하게 1980년대 중반 이

후 북극진동 지수와 우리나라 겨울철 기온의 상관성은 더욱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으며

(Figure 2.9.8(a)) 그와 반대로 시베리아 고기압의 변동성은 1980년대 중반 이전에는 우리나라

겨울철 기온과 높은 상관성을 가지고 있으나 최근 들어 그 상관성이 낮아 (Figure 2.9.8(b)) 시

베리아 고기압의 변동성이 기후 체계 변화 이후인 후기 전체에서는 우리나라의 겨울철 기온과

유의한 상관성을 지녔을지라도 (Table. 2.9.1 참조) 그 상관성이 지속적으로 약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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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9.8 The 15-year

running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Korean winter

temperature anomaly and

(a) Arctic Oscillation

Index, (b) Siberian High

Index, and (c) Aleutian

Low Index, respectively,

for the period of

1970-2010.

즉 우리나라 겨울철 기온에 영향을 미치는 북반구 대기 순환이 과거에는 시베리아 고기압

이었다면 1980년대 중반부터는 북극진동으로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알류산 저기압과

우리나라 겨울철 기온과의 상관성은 장주기 시간 규모에서 특징적인 변화를 발견하기 어렵지

만 시베리아 고기압과 유사하게 전기에서 후기로 갈수록 그 상관성이 약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2.9.8c).

이 연구에서는 1980년대 중반 이후 북극진동이 우리나라 겨울철 기온과 밀접한 상관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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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는 이유를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1980년대 중반 이전과 이후 북극진동의 위상 차이에 따

른 해면 기압의 합성도를 제시하였다 (Figure 2.9.9). Figure 2.9.9a와 Figure 2.9.9b는 전기와

후기 기간 동안 북극진동이 양의 위상을 가질 때 해면 기압의 합성도를 나타낸 것이며 Figure

2.9.9c와 Figure 2.9.9d는 북극진동이 음의 위상을 가질 때 해면 기압의 합성도를 보인 것이다.

Figure. 2.9.9 Composite maps of sea level pressure anomalies during the

positive phase of Arctic Oscillation (a) before 1986 and (b) after 1986. (c)

and (d) are the same as (a) and (b), except but the negative phase of

Arctic Oscillation. Each composite member is 7, 13, 9 and 12 in order.

Shading indicates the 90% confidence level. Unit is hPa and contour

interval is 0.5 hPa. A positive (negative) phase of Arctic Oscillation

indicates that its index is above (below) zero.

북극진동의 위상에 따른 해면 기압의 구조는 전기와 후기 기간 사이에 뚜렷한 차이를 가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전기 기간 동안 동아시아 지역

의 해면 기압의 편차는 북극진동의 위상과 상관없이 음의 값을 가지고 있는 반면 후기 기간

동안에는 북극진동이 양의 위상일 경우 양의 값을 음의 위상일 경우 음의 값을 가지고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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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 그러므로 전기 기간 동안은 북극진동의 위상 차이에 따른 동아시아 지역의 해면

기압의 변화가 크지 않아 우리나라 겨울철 기온 또한 북극진동의 위상 차이에 따른 변화가 크

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에 후기 기간 동안 북극진동의 위상 차이에 따른 동아시아 지

역의 해면 기압 편차의 차이는 이 지역에서의 기온 변화의 크기가 큼을 보여주는 것으로, 다

시 말해서 북극진동 지수의 변동이 우리나라 겨울철 기온 변동과 높은 상관계수를 가질 수 있

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전기와 후기 기간 동안 북극진동의 위상 차이에 따른 해면 기압 구조의 차이는 공간 상관

계수값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전기 기간 동안 양의 위상 (Figure 2.9.9a)과 음의 위상

(Figure 2.9.9c)의 공간 상관 계수값은 -0.37로 작은 값을 가지고 있으나 후기 기간 동안의 그

값은 -0.74로 전기에 비해 큰 값을 가졌다. 이 결과는 후기로 접어들면서 북극진동의 위상 차

이에 따른 해면 기압 구조의 대칭성이 증가하였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즉 전기와 후기 기간

동안 위상 차이에 따른 북극진동의 공간구조 변화가 우리나라 겨울철 기온과의 상관성 변화에

영향을 주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북극진동의 공간구조 변화가 우리나라 겨울철 기온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를 좀 더 자

세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전기와 후기 기간 동안 각각 북극진동의 위상 차이에 따른 하층

(1000 hPa) 바람장의 차이를 Figure 2.9.10 에 제시하였다. Figure 2.9.10a 는 전기 기간 동안

북극진동의 위상 차이에 따른 하층 바람장의 차이를 Figure 2.9.10b 는 후기 기간 동안 북극진

동의 위상 차이에 따른 하층 바람장의 차이를 보인 것이다. 두 기간 동안 하층 바람장의 차이

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뚜렷한 차이는 북서태평양 지역에서 우리나라로 향하는 동풍 계열의 바

람이 전기 기간에 비해 후기 기간 동안 우세하다는 것이다. 즉 후기 기간 동안 북극진동이 양

의 위상일 경우 음의 위상일 때보다 북서태평양에서 우리나라로 이류하는 동풍 계열의 바람이

우세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와 비교하여 전기 기간은 동일한 지역에서 우리나라로 불어들

어 오는 바람장의 차이가 미약한 편이다. 겨울철 해양은 육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따뜻하기 때

문에 북서태평양 지역에서 우리나라로 이류하는 동풍 계열의 바람은 우리나라 겨울철 기온의

상승을 유도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북극진동의 위상 차이에

따른 북서태평양 표층온도 차이는 전기에 비해 후기에 뚜렷한 양의 편차가 나타나 후기에 이

지역에서의 동풍 계열 바람의 이류가 어느 정도 우리나라 겨울철 기온에 영향을 주었음을 짐

작할 수 있다. 따라서 후기 기간 동안 북극진동의 위상 차이는 우리나라의 겨울철 기온의 차

이를 야기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기와 후기 기간 동안 북극진동의

위상 차이에 따른 바람장의 차이 역시 Figure 2.9.9 에서 논의하였듯이 두 시기의 북극진동의

공간구조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북극진동과 우리나라 겨울철

기온과의 상관성 변화에 영향을 주었음을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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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9.10 The differences

of low-level wind at

1000 hPa between the

positive and the negative

phase of Arctic

Oscillation (a) before

1986 and (b) after 1986.

Shading indicates the

90% confidence level.

Figure 2.9.10의 분석과 유사하게 Figure 2.9.11에 전기와 후기 기간 동안의 북극진동 위상

차이에 따른 500 hPa 지위고도의 차이를 제시하였다. 500 hPa 지위고도의 차이를 분석한 이유

는 겨울철 우리나라 주변 지역의 상층에는 기후학적인 상층 기압골이 위치하고 있으며 (Wang

et al. 2009) 제트 기류의 중심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Boyle 1986, Lau and Li 1984). 결

국 500 hPa 지위고도의 변동은 기압골의 활동 및 그에 따른 제트 기류의 움직임과 연관 지을

수 있으며 이런 움직임은 고위도 지역의 차가운 공기를 우리나라로 유입시키는 중요한 기작이

된다 (Jeong and Ho 2005, Zhang et al. 1997). Figure 2.9.11a와 Figure 2.9.11b는 각각 전기

및 후기 기간 동안 북극진동의 위상 차이에 따른 500 hPa 지위고도 차이를 보인 것으로 그림

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나라를 포함하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북극진동의 위상 차이에 따른

500 hPa 지위고도 차이는 후기 기간 동안에 더 크게 나타났다. Lim and Yeh (Recent

chang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ous East Asian Monsoon indices and temperature

during winter, 2012)에 의하면 우리나라 겨울철 기온의 변동성과 밀접한 상관성을 가지는 500

hPa 지위고도는 Cui and Sun (1999)에서 제시된 35°-40°N, 110°-130°E (Figure 2.9.11의 box)

지역의 편차값이다. 이 지역에서 전기 기간 동안의 북극진동 위상 차이에 따른 500 hPa 지위

고도 편차값은 3.8 m 인데 비하여 후기 기간 동안의 500 hPa 지위고도 편차값은 17.9 m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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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배 이상의 큰 차이를 보였다. 즉 후기 기간 동안 우리나라 겨울철 기온과 밀접한 상관성이

있는 지역에서의 북극진동 위상 차이에 따른 500 hPa 지위고도의 변화가 전기 기간보다 매우

크게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후기 기간 동안 북극진동 위상 차이에 따른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500 hPa 지위고도장의 뚜렷한 변동은 우리나라 겨울철 기온의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

을 것으로 생각된다.

Figure. 2.9.11. (a) and (b) is

the same as in fig.

4.3.10(a) and 3.20(b)

except but the

geopotential height at 500

hPa. Box shown in

figure represents the

region to define the East

Asian Winter Monsoon

Index by Cui and

Sun(1999). Shading

indicates the 90%

confidence level. Unit is

hPa.



- 212 -

3.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 기여도
 3-1. 목표

세부목표 평가목표
및 착안점 가중치(%)

GAIA 지구시스템 모형
민감도 실험 및 동결

GAIA 지구시스템 모형 동결 및
기후모의 특성 제시 20.0

CMIP6 기후변화 시나리
오 자료 생산

GAIA 지구시스템 재분석 자료
생산 및 기후 진단 결과 제시 20.0

GAIA 지구시스템 모형
재분석 자료 생산

CMIP6 기후변화 시나리오 자료
작성 20.0

가이아 지구시스템모형
의 계절규모 예측성 평
가

GAIA 지구시스템 모형의 계절
진동 예측성 평가 20.0

고해상도 GAIA 지구시
스템 모형 개발

CMIP6 기후변화 시나리오 자료
작성 10.0

가이아 지구시스템 모형
의 계절내진동 예측성
평가

GAIA 지구시스템 모형의 계절
내 진동 예측성 평가 10.0

합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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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목표 달성여부

세부목표 목표 달성 여부
달성률

(%)

GAIA 지구시스템 모
형 민감도 실험 및 
동결

Ÿ GAIA 기후시스템모형을 개발하여 구름물리 모수화 방안 

및 해양혼합층 모수화 방안 등을 개선함으로 기후예측 

성능을 향상시킴

Ÿ 구름물리 모수화 방안 개발에 따른 지구시스템 모형 민

감도 실험 수행

Ÿ 해양생지화학 과정 접합에 따른 지구시스템 모형 민감도 

실험 수행

Ÿ 대기-해양-지면-해빙 접합 모형에 해양생지화학과정과 역

학식생 과정을 추가하고 발달된 구름물리모수화 방안과 

해양 혼합층 방안 그리고 역학식생 과정을 개선하여 지

구시스템 모형을 개발함

Ÿ GAIA 지구시스템 모형을 KIOST 지구시스템 모형으로 

이름을 변경하여 동결함

Ÿ 동결된 모델은 평균 기후장을 크게 개선했을 뿐만 아니

라 MJO, ENSO 같은 계절에서 계절내 변동까지 개선한 

것으로 평가됨

100

CMIP6 기후변화 시
나리오 자료 생산

Ÿ CMIP6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DECK 시뮬레이션과 

Historical run을 수행함

Ÿ 추가적으로 ScenarioMIP 중 SSP1-2.6, SSP2-4.5, SSP5-8.5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생산함

Ÿ 생산된 자료는 CMIP6의 프로토콜에 따라 ESGF 서비스

를 통해 배포될 예정임

100

GAIA 지구시스템 모
형 재분석 자료 생산

Ÿ 2단계 연구를 통해 GAIA 기후모형 (KIOST 지구시스템 

모형의 초기 버전)에 해양자료동화를 적용하여 KIOST 기

후재분석자료를 생산하고 국제자료센터를 통해 배포함

Ÿ 생산된 KIOST 기후재분석 자료는 국내외 과학자들에 의

해 기후연구에 활용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기후변화 

진단에 활용함

Ÿ 3단계 연구를 통해 동결된 KIOST 지구시스템 모형을 이

용하여 기후재분석 자료를 재생산하고 이에 대한 검증을 

수행함

Ÿ 새롭게 생산된 기후재분석 자료는 표층의 염분을 크게 

향상시켰음

100

가이아 지구시스템모
형의 계절규모 예측
성 평가

Ÿ KIOST 기후재분석 자료를 초기장으로 한 과거예측 수행

Ÿ 과거예측 자료로부터 예측장의 기후평균값을 구하고 이

를 계절예측시 모델 drift를 제거하는데 사용함

Ÿ 엘니뇨 예측에 대한 예측 성능을 제시함.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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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목표 미달성 시 원인(사유) 및 차후대책(후속연구의 필요성 등)

고해상도 GAIA 지구
시스템 모형 개발

Ÿ 고해상도 KIOST 지구시스템 모형 개발을 위해 격자 체

계 (대기 50km, 해양 28km 급)를 수립하였으나 모델 안

정화 실험과 민감도 실험 등을 수행하지 못함

50

가이아 지구시스템 
모형의 계절내진동 
예측성 평가

Ÿ 대표적인 계절내 진동인 MJO와 BSISO의 KIOST 지구시

스템 내에서의 성능 및 특성을 분석함

Ÿ MJO가 관측에 비해서 과대모의되는 문제점과 Maritime
continent를 지나면서 강도가 지나치게 약화됨. BSIOS는 

북태평양 여름철에 관측에 비해 강도가 약함.
Ÿ 계절내 진동에 대해서는 KIOST 지구시스템 모형의 성능

이 떨어지며 이로 인하여 계절내 진동의 예측성이 떨어

지는 것으로 파악함

Ÿ 향후 개선 방안으로 해양대기 상호작용 연구와 몬순 전

선에 대한 역학 연구를 제안함

100

세부목표 미달 사유 차후대책

고해상도 GAIA 지구
시스템 모형 개발

Ÿ CMIP6 기후변화 시나리오 자료 

생산을 위하여 가용 전산 자원 

및 인력을 우선적으로 배정함에 

따라 고해상도 KIOST 지구시스

템 모형 개발에 차질이 있었음

Ÿ 모형의 해상도에 따른 민감도 

실험, 모델 역학 연구, 장기간 모

형 적분을 통한 기후예측 성능 

진단 등의 후속 연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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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계획 등

향후 연구 방향을 설정하는데 다음과 같은 활용 분야가 고려되어져야 할 것임.

○ 본 연구 결과 산출된 지구시스템 모형의 운용을 통해 미래의 지구 시스템 변화에 대한 상

세한 예측을 도출 할 수 있으며, 이렇게 도출된 결과는 2차 가공 및 제공을 통해 인간 활

동과 직결된 자연환경요소, 산업 활동, 국가경제, 개인 경제에 걸쳐 다양하게 이용될 수 있

으며,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창조적인 신사업의 배경이 되어 커다란 부가적인 이익을 창

출하거나 발생 할 수 있는 인적/ 물적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다.

○ 본 연구를 통해 생산된 CMIP6 기후변화 시나리오 자료는 제 6차 IPCC 기후변화 평가보고

서 작성에 기여할 것이며 향후 기후변동 및 기후변화 연구에 지속적으로 활용될 것이다.

또한 지구 온난화에 따른 장기 기후 변동을 예측하여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이며, 정책적

인 추가 연구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방안을 도출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 본 연구를 통해 생산된 KIOST 기후재분석자료는 현재도 기후변화 연구에 활용되고 있으

며, KIOST 지구시스템 모형을 적용하여 향상된 기후재분석 자료 또한 국내외 연구자들에

의해 활용될 수 있도록 국제 프로그램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향후 기후변화 진단과 기

후예측 시스템의 성능 향상을 위한 과거예측 초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본 연구를 통해서 개발된 약한 결합 기후자료동화 기법은 향후 중·단기 기후예측 자료를

생산함에 있어 기반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는 국내외적으로 기후예보 성능을 개선하

는데 기여할 것이다. 특히, 높은 기후 재현 성능을 가진 KIOST 지구시스템 모형을 함께

사용함으로 국내 기후예측 기술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KIOST 지구시스템 모형과 자료동화 모듈을 활용함으로 장기 기후전망 뿐만 아니라 계절예

측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으며 이는 기상청에서 매 계절 실시하고 있는 장기 기상전망에

역학적인 예측 근거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장기 기상전망에 태풍 빈도수 예

측에 대한 정성적/정량적 예측 근거를 제공해 줄 수 있다.

○ 중단기 기후예측은 가까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기상재해를 예측함으로써 기상재해 방지

에 기여할 수 있다.

- 홍수, 가뭄, 태풍등 국가적 규모의 기상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중요 정보 제공

- 정확한 기후 예측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상재해에 따른 피해액을 최소화 시킴

- 예측정보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국민 복지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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