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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AbstractAbstractAbstract

The change of precipitation and temperature due to the global warming eventually caused

the variation of water availability in terms of potential evapotranspiration, soil moisture, and

runoff. In this reason national long-term water resource planning should be considered the

effect of climate change. Study of AOGCM-based scenario to proposed the plausible future

states of the climate system has become increasingly important for hydrological impact

assessment. Future climate changes over East Asia are projected from the coupled

atmosphere-ocean general circulation model (AOGCM) simulations based on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Special Report on Emissions Scenarios

(SRES) A2 and B2 scenarios using multi-model ensembles (MMEs) method (Min et al. 2004).

MME method is used to reduce the uncertainty of individual models. However, the uncertainty

increases are larger over the small area than the large area. It is demonstrated that the

temperature increases is larger over continental area than oceanic area in the 21st century.

Key words : Global warming, Climate Change, Uncertai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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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요 지요 지요 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는 강수량 증발량 토양수분등 물 순환의 양상을 변화시켜 궁극적으로 유출, ,

량의 변화로 인한 수자원 부존량의 변화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장기적인 수자원 계획 수립에는 기후변화.

에 따른 영향이 제대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에 대기해양 대순환모델. (Atmosphere-Ocean General Circulation

이하 에 기후변화 시나리오자료를 이용하여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세기 온난화에 의해 예Model, AOGCM) 21

상되는 물순환 변화를 탐지하고 그 불확실성을 평가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대두되고 있다 그런데 다.

양한 은 개발한 기관에 따라 모델의 체계 격자 크기 및 매개변수화과정이 다르며 이에 따른 모의AOGCM ,

결과도 다르게 나타나는 등 각 의 결과에는 상당한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미래 기후변AOGCM .

화 시나리오에 대한 수문 변화의 영향을 정량적으로 제시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를 위해 사용될 AOGCM

의 불확실성 평가가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으로부터 생산된 기후. AOGCM

변화 시나리오의 불확실성 평가를 위해 통계적 기법을 적용하여 각 모델별 성능 및 모델간 변동성을 파악하

였으며 멀티모델앙상블 기법을 이용하여 미래 기온과 강수량 변화에 대한 전망을 시, (Multi-model ensemble)

도하였다 기온의 경우 세기 후반으로 갈수록 온실 가스 증가에 따른 뚜렷한 상승의 경(Min et al. 2004). 21

향이 나타났으며또한 분석 영역의 크기가 작아짐에 따라 그리고 해양보다는 대륙에서 그 상승경향 뚜렷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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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으나 동시에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핵심용어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불확실성핵심용어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불확실성핵심용어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불확실성핵심용어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불확실성: , ,: , ,: , ,: , ,

서 론서 론서 론서 론1.1.1.1.

대기 중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기온의 상승과 이에 따른 미래 기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

작한 것은 불과 최근 몇 년에 지나지 않는다 최근 보고서들은 온실가스 증가에 따른 기온의 상승.

을 경고하고 있으며 기온의 증가에 따른 강수량의 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미(IPCC, 2001).

래의 기후변화를 예측하고자 을 이용하여AOGCM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에서 제공되어지는 온실가스 배증 시나리오에 따라 미래기후변화를 모의하는 실험들이

수행되었다 그러나 각각의 모델들은 서로 다른 초기 자료와 모델역학체계 그리고 물리과정으로. ,

인하여 모델들 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다양한 모델들 간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멀티모델 앙상블( 이하Multi-model ensemble, MME) 기법을 사용하였다 (Krishnamurti et

al. 2000) 우선 현재기후에 대한 모델들의 평가가 선행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미래기후변화 전.

망과 불확실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자료 및 분석방법자료 및 분석방법자료 및 분석방법자료 및 분석방법2.2.2.2.

불확실성 평가를 위해 수집한 자료는 에서 제공하는IPCC DDC(Data Distribution Center)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기후변SRES(Special Report on Emissions Scenarios) AOGCM

화 모의자료이다 시나리오 모의자료는 년대 년 년 까지의 기간(IPCC, 2001). SRES 2080 (2070 2099 )∼

을 포함하여 세기 전반에 대한 기후변화 전망 및 분석이 가능하다21 .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의 시나리오 모의자료를 이용하여 동아시아 지역AOGCM SRES (20°N∼

의 기후변화 전망과 함께 불확실성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50°N, 100°E 150°E) . SRES A2∼

와 시나리오 모의자료가 모두 사용가능한B2 CGCM2, CSIRO_Mk2, CCSR/NIES, GFDL_R30,

의 개 과 기상연구소에서 이미 수행한바 있는HadCM3, NCAR_PCM, ECHAM4/OPYC3 7 AOGCM

Model name and CenterModel name and CenterModel name and CenterModel name and Center
Starting andStarting andStarting andStarting and

Ending yearEnding yearEnding yearEnding year
Atmospheric ResolutionAtmospheric ResolutionAtmospheric ResolutionAtmospheric Resolution Oceanic ResolutionOceanic ResolutionOceanic ResolutionOceanic Resolution

CGCM2 CCCma 1900 2100∼ T32 (3.8×3.8) L10 1.875×1.875 L29

CCSR/NIES2 CCSR/NIES 1890 2100∼ T21 (5.6×5.6) L20 2.8×2.8 L17

CSIRO MK2 CSIRO 1961 2100∼ R21 (3.25×5.625) L9 3.25×5.625 L21

*ECHAM4/OPYC3 MPI 1990 2100∼ T42 (2.8×2.8) L19 2.8×2.8 L11

ECHAM4/HOPE MPI 1860 2100∼ T30 (3.75×3.75) L19 T42(2.8×2.8) L20

*GFDL R30 c GFDL 1965 2104∼ R30 (2.25×3.75) L14 2.25×1.875 L18

HadCM3 HCCPR 1950 2099∼ (2.5×3.75) L19 1.25×1.25 L20

NCAR DOE PCM NCAR
A2:1981 2099∼

B2:2001 2099∼
T42 (2.8×2.8) L18 0.67×0.67 L32

표표표표 1111 와 시나리오자료와 시나리오자료와 시나리오자료와 시나리오자료. IPCC SRES A2 B2 .. IPCC SRES A2 B2 .. IPCC SRES A2 B2 .. IPCC SRES A2 B2 .

에어로솔을 포함하지 않음 이하 를 이용하여 기법을 사용한 기ECHAM4/HOPE ( , ECHO-G) MME

후변화 전망과 불확실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총 개 의 모델명 기관 기간 수평해상도. 8 AOGCM , , ,



등을 표 에 정리하였다1 .

모델 검증을 위한 관측 자료로는 월평균 기온CRU(Climate Research Unit) 2m (Jones et al.

의 년 년 평균값과 월평균 강수량1994; Jones and Moberg, 2003) 30 (1961 1990 ) CMAP (Xie and～

의 년 년 평균값을 이용하였다Arkin, 1997) 20 (1979 1998 ) .～

결 과결 과결 과결 과3.3.3.3.

미래의 기후변화를 전망하기에 앞서 각 모델들의 현재기후 모사능력을 평가하였다 표 은 각. 1

모델들의 년 평균값을 관측자료와 비교한 값으로 강수량은 강수자료와 기온은1961 1990 CMAP∼

기온자료를 사용하였으며 모델들의 을 나타내었다CRU Bias, RMSE, Pattern correlation .

Temperature Precipitation

Bias RMSE P-Corr Bias RMSE P-Corr

CGCM2 -3.52 6.06 0.91 0.15 1.32 0.56

CCSR/NIES -1.13 2.71 0.97 0.65 1.18 0.79

CSIRO_Mk2 -0.21 2.39 0.98 0.38 0.99 0.82

ECHAM4/OPYC3 0.54 1.69 0.99 -0.17 1.03 0.77

*ECHAM4/HOPE 0.43 1.26 0.99 -0.08 0.96 0.80

GFDL_R30 1.09 2.05 0.98 0.81 1.42 0.75

HADCM -1.90 2.63 0.99 0.56 1.05 0.90

NCAR_PCM -2.29 2.74 0.99 0.18 1.33 0.61

표 시나리오 자료의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년표 시나리오 자료의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년표 시나리오 자료의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년표 시나리오 자료의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년2. IPCC SRES A2 1961 19902. IPCC SRES A2 1961 19902. IPCC SRES A2 1961 19902. IPCC SRES A2 1961 1990　　　　 ∼∼∼∼

평균의 편이 평균제곱근오차 그리고 공간상관평균의 편이 평균제곱근오차 그리고 공간상관평균의 편이 평균제곱근오차 그리고 공간상관평균의 편이 평균제곱근오차 그리고 공간상관, , ., , ., , ., , .

기온의 경우 를 제외하고 나머지모델에서 이상의ECHAM4/OPYC3, ECHAM4/HOPE, CSIRO 1℃

편이를 나타내었다 의 경우 와 를 제외한 모델들의 경. RMSE ECHAM4/OPYC3 ECHAM4/HOPE

우 이상의 큰 오차를 보였다 또한 모든 모델이 이상의 높은 공간상관을 나타내었다 강2.0 . 0.9 .℃

수의 경우 와 를 제외한 모든 모델이 양의 편이를 나타내었으며ECHAM4/OPYC3 ECHAM4/HOPE

또한 의 범위 내에서 큰 차이 없이 분포하였다 동아시아 지역 강수의 공RMSE 1.0 1.5mm/day .∼

간상관은 기온에 비해 낮은 공간상관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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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시나리오자료의 년대 년대 그리고그림 시나리오자료의 년대 년대 그리고그림 시나리오자료의 년대 년대 그리고그림 시나리오자료의 년대 년대 그리고1. IPCC SRES A2 2020 , 2050 ,1. IPCC SRES A2 2020 , 2050 ,1. IPCC SRES A2 2020 , 2050 ,1. IPCC SRES A2 2020 , 2050 ,

년대에 대한 전구와 동아시아 지역의 기온년대에 대한 전구와 동아시아 지역의 기온년대에 대한 전구와 동아시아 지역의 기온년대에 대한 전구와 동아시아 지역의 기온2080 (2080 (2080 (2080 ( ))))℃℃℃℃ 과 강수량 의 변과 강수량 의 변과 강수량 의 변과 강수량 의 변(%)(%)(%)(%)

화 및 모델 간 변동성 오차막대화 및 모델 간 변동성 오차막대화 및 모델 간 변동성 오차막대화 및 모델 간 변동성 오차막대( ).( ).( ).( ).

그림 은 전구와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기온과 강수량의 변화 및 모델간의 변동성을 나타낸 것1

이다 그림 에서 기온의 경우 전 지구적인 기온의 증가보다 한반도를 포함하는 동아시아 지역에. 1



서 보다 높은 기온상승을 보이고 있으며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기온의 경우 년대 년대, 2020 , 2050 ,

그리고 년대에 대하여 각각2080 1.29 ,℃ 그리고 의 기온상승을 나타내었다 그림2.57 , 4.21 ( 1).℃ ℃

모델간의 변동성은 전구에서 보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강수량의.

경우 전구와 동아시아 지역에서 비슷한 증가율을 나타낸다 강수량의 경우 년대 년대 그. 2020 , 2050 ,

리고 년대에 대하여 각각 그리고 의 증가율을 나타내었다 그림 그러2080 0.32%, 4.70%, 4.35% ( 1).

나 그 증가 크기에 비해 모델들 간의 변동성이 매우 큰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는 전구에 비해 상

대적으로 작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모델들 간의 변동성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어 불확실성이 큼

을 알 수 있다 여기서는 보여주지 않았으나 시나리오 결과 역시 변화율의 크기만 다를 뿐 비. B2

슷한 기후변화를 나타내었다.

그림 시나리오자료의 년그림 시나리오자료의 년그림 시나리오자료의 년그림 시나리오자료의 년2. IPCC SRES A2 2020 ,2. IPCC SRES A2 2020 ,2. IPCC SRES A2 2020 ,2. IPCC SRES A2 2020 ,

년 그리고 년대에 대한 외부변동성과 전체년 그리고 년대에 대한 외부변동성과 전체년 그리고 년대에 대한 외부변동성과 전체년 그리고 년대에 대한 외부변동성과 전체2050 , 20802050 , 20802050 , 20802050 , 2080

변동성의 비율 및 기온과 강수량의 평균 변화량 실선변동성의 비율 및 기온과 강수량의 평균 변화량 실선변동성의 비율 및 기온과 강수량의 평균 변화량 실선변동성의 비율 및 기온과 강수량의 평균 변화량 실선( ).( ).( ).( ).

앞선 결과에서 세기 후반으로 갈수로 기온이 상승하는 것을 보여주지만 이러한 가운데 과연 기21

온상승이 온실가스로 인한 요인으로부터 기인한 것인지 아님 모델의 내부적인 요인인지를 알아보

기 위해 불확실성지수를 사용하였다 불확실성 지수는 모델 전체의 변동성은 모델의 내부 변동성.

모델간변동 과 외부변동성( ) (CO2 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림 는 기온과 강수량에 대한) . 2 2020

년대 년대 그리고 년대의 평균기온증가량과 외부변동성과 전체변동성의 비율을 나타낸, 2050 , 2080

것이다 기온의 경우 동아시아 전 지역에서 외부변동성. (CO2 에 의한 기온의 상승이 있음을 보여주)

고 있다 강수량의 경우는 기온과 달리 고위도에서 그리고 해양보다는 대륙에서. CO2에 의한 강수

량증가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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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제공하는 개의 대기 해양 전구모델 의 시나리오를 이IPCC DDC 8 - (AOGCM) SRES A2, B2

용하여 멀티모델앙상블 기법과 불확실성 평가지수를 산출하고 이를 통해 세기 동아시아 기후21

변화를 전망하고 불확실성을 평가하였다. 기온의 경우 온실가스 증가로 인해 전 지구적 기온증가

가 나타났으며 기온의 증가는 전구에 비해 동아시아 지역에서 크게 나타났다 동아시아 지역 가, .

운데에서도 해양보다는 대륙에서 남쪽 보다는 북쪽에서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큰 기온상승을 나

타낸다 강수량은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뚜렷한 증가를 보이지 않았으며 모델들 간의 변동성이. ,

매우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강수량의 경우 동아시아 지역에서 기온과 마찬가지로 해양.

에서의 경우 모델간의 변동성이 줄어들지만 강수량 증가는 보이지 않으며 대륙의 경우 강수량 증,

가를 나타내지만 모델간의 변동성이 매우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멀티모델앙상블을 통해 동

아시아 지역에 대한 세기 기후변화를 전망한 결과 현재보다 따뜻해지고 습윤해 지는 것을 알21

수 있으며 그 크기는 전구 평균보다 크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불확실성은 전구에서, .

보다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온실가스에 의한 기온상승의 뚜렷한

시그널을 찾아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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