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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single-scattering optical properties of ice crystals in cirrus clouds by the aircraft

measurement data were investigated, and the radiative equilibrium temperatures and radiative

fluxes were calculated and analyzed by radiative convective model with the variations of ice

crystal habits and sizes in cirrus clouds. The homogeneous cloud is assumed to be in the layer

200~260 hPa with an ice crystal content of 10 gm-2 for the flux calculation. The profiles of

temperature, humidity, and ozone typical of mid-latitude summer are used. The surface albedo

is assumed to be 0.2 for all spectral bands and the cosine of solar zenith angles is 0.5.  The result

of radiative equilibrium temperature at surface was less than surface temperature of the standard

atmosphere data in case of smaller effective ice crystal size and larger optical thickness. The

column, aggregation and plate in 6 ice crystal habits were the most effective in positive

greenhouse effect and bullet-4 was the worst in it. At the surface, the maximum difference of

equilibrium temperature by 6 kinds of ice crystal habits were about 3~15 K with 30 sample

aircraft measurement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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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권운(cirrus)은 전 지구의 약 20~30% 가량 덮여 있

으며 이 속에는 다량의 빙정들이 포함되어 있어 빙정

의 크기와 종류에 따라 대기 및 지표면에서의 복사속

밀도가 변화하기 때문에 권운의 복사 효과는 조심스

럽게 다루어져야한다(Wylie and Menzel, 1999, Rossow

and Schiffer, 1999). 즉 권운 속의 빙정들은 크기와 종

류에 따라 복사를 산란시키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빙정들의 크기와 종류에 따른 복사의 산란 정도는 지

구 대기의 기후 변화 및 온실효과 등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Wang and Penner, 2010, Mitchell and William,

2009). 

기후 연구를 위하여 자주 사용되는 기후 모형 및

대기 대순환 모형에는 복사 모수화 과정이 필수적이

다. 그러나 기존의 기후 및 대기 대순환 모형 속에 포

함된 복사 모수화 과정에는 대부분 다양한 빙정의 크

기와 종류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권운에 의한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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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효과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힘들다. 따라서 이 연

구에서는 Fu(1996)와 Mitchell and Arnott(1994)에 의

한 권운의 항공기 관측 자료를 이용하여 권운 속의

빙정들에 의한 복사 특성을 밝히고 이 결과를 토대로

복사 모수화 모형(Chou and Suarez, 1999, Chou and

Kovaris, 1991)에 의한 복사 평형 온도를 계산하여 권

운 속의 빙정들에 의한 효과를 분석하였다.

지구 대기의 기후 변화에서 구름에 의한 효과는 복

사 부분뿐만 아니라 역학적인 과정에서도 부 정확성

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구름이 기후에 미치

는 영향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많은 학자들이

노력을 기울였고 이 연구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써 구름과 복사의 상호 작용을 간략하고 정확하게 계

산하여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것이다. 이 연

구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내용과 유사한 연구로서

Liou(1986), Fu(1996), Chou et al.(1998)의 결과가 있

으나, 이 들의 연구 방법은 권운 속의 빙정을 플레이

트(plate) 또는 뷸렛-로젯 등으로 제한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 결과는 다양한 항공기 빙정의 관측 자료를

근거하여 계산된 것이기 때문에 권운에 의한 복사 효

과의 정확성 향상과 이 결과로 인한 기후 및 기후 예

측 연구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초적인 자료로 사용

될 수 있을 것이다. 

2. 자료 및 방법

2.1. 복사 모수화 모형

평행 평면 대기에서 광학 두께가 τ인 기층의 복사

휘도(Iv) 변화를 나타내는 복사 전달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1)

여기서 이고 θ와 φ는 복사의 진행 방향에

대한 천정각과 방위각이며 원천 함수 J는 아래와 같다.

           (2)

이 식에서 ω는 단일 산란 알베도, P는 위상 함수이

며 열역학 평형 상태에서의 원천 함수 는

다음과 같다.

(3)

이 식에서 과 는 각각 대

기 성분 기체들이 방출하는 적외 복사와 태양 복사의

원천 함수를 의미하며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4)

(5)

여기서 Bν는 플랭크 함수이며, Fo는 대기 상단으로 입

사되는 태양 복사속 밀도이다.

태양 복사의 경우에 식 (4)에서 플랭크 함수 Bν(T)

는 무시되나, 여러 기층에 대한 다중 산란에 의한 식

(1)의 정확한 해를 구하기는 쉽지 않다. 이 연구에서

는 태양 복사 모수화를 위하여 Chou and Suarez(1999)

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적외 복사의 경우는 식 (2), (4) 및 (5)에서 단일 산

란 알베도 ω가 무시되므로 식 (1)의 형태는 단순화

되고 기압 p인 층에서 파수 영역에 대한 상향 및 하

향 복사속 밀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6)

(7)

이 식들에서 Ts와 ps는 각각 지표면의 온도와 기압이

고 투과율 Tν(p, p' )는 다음과 같다.

(8)

이 식에서 µ = cosθ로서 θ는 복사의 진행 방향에

대한 천정각이고 duν는 기압 두께가 dp'인 층의 광학

두께이며, uν( p, p' )는 기압 p에서 p'까지 흡수 기체들

에 의한 광학 두께이다. 

적외 복사 영역에서 식 (6)과 (7)의 계산을 위하여

Chou and Kovaris(1991)의 모수화 방법을 사용하였다.

2.2. 빙정의 산란 특성 모수화

복사의 산란에 영향을 미치는 단일 산란 특성은 소

산 계수(βλ ), 단일 산란 알베도(ω λ ) 그리고 비대칭 인

자( gλ) 등으로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µ 
dIν τν µ φ, ,( )

dτ
---------------------------- Iν τν µ φ, ,( ) Jν τν µ φ, ,( )–=

µ θcos=

Jν τν µ φ, ,( ) 1
4π
------ ων Iν τν ′ µ′ φ′ , ,( )

1–

1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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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ν µ φ µ′ φ′ ,;,( )dµ′dφ′ Qν τν µ φ, ,( )+

Qν τν µ φ, ,( )

Qν τν µ φ, ,( ) Qν
themal( )

τν( ) Qν
beam( )

τν µ φ, ,( )+=

Qν
themal( )

τν( ) Qν
beam( )

τν µ φ, ,( )

Qν
themal( )

τν( ) 1 ων τν( )–[ ]Bν T( )=

Qν
beam( )

τν µ φ, ,( )  =

ων τν( )Fo

4π
----------------------Pν τν µ φ, , µo φo,–;( )exp τν /µo–( )

F
  

p( )  =↑ 

dν Bν Ts( )τν p ps,( ) Bν T′ ( )
∂τ p p′,( )

∂p′
--------------------dp′

p

 p
s

∫–∫

F
  

p( )  =↓ dν Bν T′ ( )∂τ p p′,( )
∂p′

--------------------dp′
0

 p

∫∫

τν p p′,( ) 2 e
u
ν

p p′,( )/µ–

µ µd
0

1

∫=



지준범·이원학·이규태 429

Atmosphere, Vol. 20, No. 4. (2010)

(9)

(10)

(11)

여기서 σ (r)은 크기가 r인 빙정의 소산 단면, n(r)은

빙정의 수, C는 구름물질량, 그리고 Pλ(µ )는 산란 위

상 함수이다.

태양 복사 파수 영역에서 단일 산란 특성의 모수화

는 Chou et al.(2002)를 사용하였다. 그의 방법에서 각

파수 영역에 따른 단일 산란 특성은 다음과 같다.

(12)

(13)

(14)

식 (12)~(14)에서 β와 ω  그리고 g는 11개의 파수 영

역에 대한 소산 계수, 단일 산란 알베도 그리고 비대

칭 인자이다. 그리고 a와 b, c는 회귀 계수들이며 De

는 유효 입자 크기로서 산란체의 직경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권운 속 빙정들에 의한 복사의 산란

과정을 모수화 하였다. 이 연구에서 구름 속의 빙정들

의 크기 분포 자료는 항공기에 의하여 관측된 권운 속

빙정으로, Fu(1996)가 사용한 28종과 Mitchell and

Arnott(1994)의 2종을 사용하였으며 이들 30종 중 21종

은 중위도 지방, 9종은 적도 지방의 권운 속의 관측된

자료를 사용하였다. Key et al.(2002)은 개별적 빙정 모

양에 따른 광학적 특성을 모수화하는데 이 자료를 사

용하였다. 이러한 빙정관측 자료는 Yang et al.(2001)의

방법에 따라 식 (12)-(14)는 다음과 같이 모수화된다.

(15)

(16)

(17)

이 식들에서 Cext와 Cscat는 평균 소산 단면과 산란 단

면을 의미한다. 그리고 fi는 빙정의 종류를 나타내는

함수로서 이 연구에서는 플레이트, 컬럼, 홀로우-컬럼,

뷸렛-4, 뷸렛-6, 어그리게이션의 6종류에 대하여 계산

하였고 이들 중에서 일부의 모양은 Fig. 1과 같고 Yang

et al.(2001)의 단일산란특성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 단

일산란특성 자료는 0.25~5.0 µm의 파장 영역에 대하

여 2~5000 µm의 빙정크기를 가정하여 빙정 모양에

따라 계산된 자료이다. 그리고 n은 빙정들의 수밀도

로서 Fu(1996)과 Mitchell and Arnott(1994)에 의한 30

종류의 빙정 크기 분포를 의미하며, Lmin와 Lmax는 빙

정들의 최대 및 최소 크기이다. 식 (15)-(17)의 fi에 대

한 값들은 Yang et al.(2000)의 값들을 사용하였으며

빙정의 크기가 70 µm 이하인 경우 뷸렛-로젯, 플레이

트, 홀로우-컬럼에 대하여 fi는 각각 0.50, 0.25, 0.25이

고, 빙정의 크기가 70 µm 이상인 경우는 어그리게이

션, 뷸렛-로젯, 홀로우-컬럼, 플레이트에 대하여 0.30,

0.30, 0.20, 0.20이다.

그리고 권운 속의 빙정들에 의한 권운의 광학 두께

(τc)는 다음과 같다.

(18)

이 식에서 C는 단위 체적당 빙정의 질량(gcm-3)이고

z는 구름의 높이를 의미한다. 

2.3. 복사 및 복사 대류 평형 온도

임의의 대기 기층에서 복사 평형 상태는 다음과 같

이 나타낼 수 있다.

βλ σλ r( )n r( )dr/C∫=

ωλ βλ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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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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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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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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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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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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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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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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β Cext i, L( )fi L( )n L( )
i
∑( ) 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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ω

Cscat i, L( )fi L( )n L( )
i
∑ Ld

L
min

 L
max

∫

Cext i, L( )fi L( )n L( )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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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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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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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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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n L( ) Ld

Lmin

 Lmax

∫

Cscat i, L( )fi L( )n L( )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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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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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max

∫
---------------------------------------------------------------------------------=

τc βCa=

Fig. 1. The ice crystal habits. Panel (a), (b), (c) and (d) are

plate, hollow-column, bullet rosette(bullet-4), and aggregation,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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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여기서 T, t, p, g, Cp, FNET(P)는 각각 기온, 시간, 기압,

중력가속도, 정압비열, 순 복사속 밀도이다. 그러나 식

(19)를 직접 계산하여 모든 기층에서 복사 평형 온도

를 계산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

는 초기의 기온 분포를 가정하고, 식 (19)에 의하여

주어지는 복사속 밀도의 변화에 따른 기온의 변화율

을 계산하며 이 변화율을 이용하여 점차적으로 온도

분포를 수정하여 평형 분포에 도달하게 된다. 이 과

정을 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20)

(21)

여기에서 T( p, tn+1)와 T( p, tn)은 시각 과 t = tn

일 때 기압이 p인 기층의 온도이고 ∆ t는 온도 분포를

수정하는 시간 간격( )이다. 복사 평형

온도를 계산하기 위하여 식 (20)의 수렴 조건이 필요

하고 이 때 δ는 아주 작은 정수이다.

복사 대류 평형 상태는 연직 방향의 에너지 수송이

복사와 대류에 의하여 일어나는 것으로 가정된 상태

로서 대류권의 기온 감률이 임계 기온 감률(건조 및

습윤단열감률) 이하인 경우는 식 (20)에서 다음을 만

족한다.

(22)

여기서 은 시각 t = tn에서 복사 대

류에 의한 온도 변화를 의미하고 기온 감률이 임계

기온 감률을 초과할 경우는 다음을 만족한다.

(23)

그리고 지표면에서의 경계 조건은 다음과 같이 주

어진다.

(24)

이 식에서 PT와 P0는 대류 층 상부와 지표면 기압

이며 F0와 S0는 지표면에서 상향 적외 복사속 밀도와

하향 태양 복사속 밀도이다. 그리고 대류 층이 지표

면에 접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지면과 대기 사이에

대류에 의한 에너지 교환이 없으므로 다음과 같다.

(25)

여기서 PB는 대류층 하부의 기압이다.

3. 결과 및 토의

3.1. 빙정 종류와 크기에 따른 권운의 광학 두께와

복사속 밀도

이 연구에서 식 (12)-(14)의 빙정들의 유효 입자 크

기는 Fig. 2에 나타내었다. 이 그림에서 표본 구름은

항공기에 의하여 관측된 30종류의 권운 속 빙정을 의

미하는 것으로서, 1~21까지는 중위도 지방의 권운이

고 22~30은 적도 지방의 권운 속 빙정이다. 이 그림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권운 속 빙정 유효 입자 크기는

관측 된 구름의 30 종류에 따라 6~220 µm까지 변화

가 다양하다. 식 (15)-(17)에 의하여 혼합된 빙정들의

유효 입자 크기도 9~146 µm의 범위에서 변화하였고

빙정들의 크기가 변화하면 식 (12)-(14)에 의하여 빙

∂T
∂t
------

R

g
Cp

------
∂FNET P( )

∂p
--------------------- 0= =

T p tn 1+
,( )  =

T p tn,( ) ∂T p t,( )
∂t

------------------
R t, t

n
=

t∆   n = 0 1 … N, , ,( ),+

MAX T p tn 1+
,( ) T p tn,( ) δ<–

t tn 1+
=

t∆ tn 1+
t– tn= =

∂T p t,( )
∂t

------------------
RC t, t

n
=

∂T p t,( )
∂t

------------------
R t, t

n
=

=

∂T p t,( )/∂t[ ]RC t, t
n

=

T p tn 1+
,( )  =

T p t,( ) ∂T p t,( )
∂t

------------------
RC t, t

n
=

t∆   n = 0 1 … N, , ,( ),+

Cp

g
------

∂T p t,( )
∂t

------------------
RC t, t

n
=P

T

 P
0

∫

dp
Cp

g
------

∂T p t,( )
∂t

------------------
R t, t

n
=

dp F
0

– S
0

+( )+
P
T

 P
0

∫=

Cp

g
------

∂T p t,( )
∂t

------------------
RC t, t

n
=P

T

 P
B

∫

dp
Cp

g
------

∂T p t,( )
∂t

------------------
R t, t

n
=

dp
P
T

 P
B

∫=

Fig. 2. The effective particle size of the 30 sample clouds

when assuming different ice particle hab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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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산란 특성이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식 (18)에 따라 구름의 광학 두께는 소산 계수의 함

수로 나타내어지고 소산 계수는 빙정 종류에 따른 빙

정의 유효 입자 크기에 따라 좌우되며 빙정의 크기에

따른 소산 계수는 Fig. 3에 나타내었으며 빙정의 소

산 계수는 빙정의 크기에 따라 지수적으로 감소한다.

그리고 빙정의 종류에 따른 권운의 광학 두께 변화

를 Fig. 4에 나타내었다. 이 그림에서 권운은 200~

260 hPa의 기압 고도의 3개 기층에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하였고 각 기층 속 빙정의 질량은 10 gm-2로 가

정하여 관측자료에 대한 광학두께가 계산되었다. 권

운의 광학 두께는 Fig. 2에서 빙정 크기가 작을수록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항공기 관측 자료

에 따라 빙정의 종류별 권운의 광학 두께 변화는 평

균 약 160% 차이가 있었고 6가지 빙정 종류 중 뷸렛

-4일때 광학 두께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컬럼과 어

그리게이션일 때 광학 두께는 가장 작았다.

Fig.4에서 가정된 구름내 빙정의 질량(광학두께)에

따라 계산된 태양 복사속 밀도를 Fig. 5에 나타내었

으며 계산을 위하여 지표면의 알베도는 0.2로 가정하

였으며 중위도 지방을 가정하여 태양 천정각의 코사

인 값은 0.5로 계산하였다. 이와 같은 구름 조건에 따

라 중위도 여름철 표준 대기 자료를 사용하여 대기의

상한과 지표면에서의 태양 복사속 밀도를 계산하였다.

관측 자료 17의 경우 권운의 광학 두께는 빙정 종류

에 따라 2.5~5.6 gm-2 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이때 대

기 상한에서의 순 하향 태양 복사속 밀도는 가장 적

게 나타났으며 빙정 종류에 따라 180~257 Wm-2까지

Fig. 3. The extinction coefficient as a function of the effective

particle size.

Fig. 5. The effect of particle habits on flux calculations at TOA(a) and surface(b) for a cos θ = 0.5. 

Fig. 4. The cirrus cloud optical thickness of 30 sample

cloud when assuming different ice p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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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였다. 그러나 태양 복사속 밀도의 계산에 영향

을 미치는 요소는 빙정의 광학 두께를 결정하기 위하

여 사용된 소산 계수뿐만 아니라 단일 산란 알베도와

비대칭 인자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태양 복사

속 밀도는 권운의 광학 두께만의 함수로 나타나지 않

는다. Fig. 4에서 플레이트 형태의 빙정은 다른 종류

의 빙정들의 광학 두께 값의 중간 정도이나 Fig. 5(a)

에서는 순 하향 태양 복사속 밀도 값이 다른 종류의

빙정들에서보다 큰 경우가 나타난다. Fig. 5(b)는 지

표면에서의 순 하향 태양 복사속 밀도 값으로서 Fig.

5(a)와 마찬가지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3.2. 구름 없는 맑은 대기에서 복사 평형 온도의 연

직 분포

식 (19)-(25)에서 논의한 방법으로 구름 없는 맑은

대기에서의 복사 평형 온도를 계산하여 Fig. 6에 나

타내었다. 이 그림에서 복사 평형 온도를 계산하기 위

하여 여름철 표준 대기 자료를 사용하였고 복사 평형

에 도달하기까지 수증기 혼합비 변화와 상대습도의

변화가 없는 두 경우를 가정하였다. 수증기 혼합비가

일정한 경우는 기온 변화에 따라 수증기량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상대습도의 변

화가 없는 경우는 기온 변화에 따라 포화 수증기압이

변화하므로 상대습도가 일정하기 위해서는 물의 상변

화를 통하여 수증기압이 변화해야 한다. 따라서 복사

평형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상대습도가 일정하다는 것

은 기온 변화에 따라 수증기량이 변화하는 것을 의미

하고 이 경우 증감하는 수증기량에 의한 온실효과가

나타난다.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0 hPa 이상

의 기압 고도에서는 중위도 여름철 표준 대기 자료에

의한 기온과 복사 평형 온도의 변화 경향이 비슷하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성층권 이상의 기온은 복사 효과

가 매우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류권에서

는 표준 대기 자료와 복사 평형 온도의 차이가 크다.

즉 대류권 상부에서 혼합비를 일정하게 놓았을 경우

의 복사 평형 온도는 190 K로서 표준대기 자료보다

약 40 K 정도 낮고 지표면에서는 30 K 이상 복사 평

형 온도가 크게 나타난다. 이러한 대기권의 기온 분

포는 매우 불안정하여 연직 대류 현상을 유발하게 된

다. 따라서 대류권에서의 기온 분포는 복사 평형 이

외에 대류 현상을 포함한 역학적인 측면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상대습도를 일정하게 놓

았을 경우도 마찬가지로서 고도 증가에 따른 기온 감

소가 급격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불안정하다. 그러나

상대습도가 일정한 것으로 가정하였을 경우는 기온

감소에 따라 수증기량의 감소가 수증기에 의한 온실

효과를 낮추기 때문에 지표면에서의 복사 평형 온도

가 혼합비를 일정하게 놓았을 경우 보다 작게 나타난다. 

Fig. 6은 대류권에서 대류 현상이 포함되어있지 않

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복사 평형 온도가 실제 대기

의 기온과 큰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대류권에서 대

류 현상이 포함된 복사 대류 평형 온도를 계산하여

Fig. 7에 나타내었다. 이 그림에서 대류 현상은 지표

면에서부터 200 hPa까지 나타나는 것으로 가정하였고

200 hPa 기압 고도 이하에서 기온의 연직 분포는 습

윤 단열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 하였다. 대류 현상

을 포함시켰을 경우 대류권의 온도는 표준 대기 자료

와 기온 변화 경향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수증기 혼

Fig. 6. The pure radiative equilibrium temperature profiles

with mid-latitude summer standard atmosphere. The solid

line is mid-latitude summer profile, dotted is the equilibrium

temperature with fixed relative humidity, and dashed line is

the equilibrium temperature with fixed mixing ratio of water

vapor.

Fig. 7. Same as Fig. 6, except for radiative convective

equilibr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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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비와 상대습도가 일정할 경우 모두 여름철 표준 대

기 자료와의 온도 차이가 0.3 K이하였다. 이 계산을

위하여 대류 현상이 일어나는 기압 고도를 200 hPa로

가정하였으나 이 기압 고도가 변화하면 복사 평형 온

도는 다소 변화한다.

3.3. 구름이 존재하는 대기에서 복사 평형 온도 변화

구름 속의 빙정의 역할을 알아보기 위하여 모형 내

에 구름층을 가정하여 복사 속 밀도 및 복사평형 온

도를 계산하였다. 구름은 그 종류 및 고도가 지역과

시간에 따라 다양하다. 그러므로 구름의 형태와 종류

등을 정확하게 분리하기는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상

층운이 −40°C 이하일 경우 구름 속의 수액은 대부분

빙정화되기 때문에 이 구름의 성분은 빙정으로 간주

한다(Kärcher and Spichtinger, 2009; Koop et al,

2000). 그리고 중층운 및 하층운은 물방울과 빙정이

섞여있으나 그 비는 지역과 정확한 구름의 고도에 따

라 변화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빙정과 물방울의 비

가 연구의 핵심이 아니므로 이 연구에서는 구름을 상

층운(200~260 hPa), 중층운(500~600 hPa) 그리고 하층

운(800~900 hPa)으로 분리하였고 이들 중에서 중층운

과 하층운은 물방울로만 구성된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상층운은 빙정으로 가정하였다. 그리고 운량도 지역

과 시간에 따라 크게 변화하나 이 연구에서는 빙정

종류별 상대적인 기후 효과를 추정하는 것이 목적이

므로 운량은 1로 가정하였다.

중층운의 경우 구름의 광학 두께가 16일 때 여름철

표준 대기 자료에 의한 복사 대류 평형 온도를 Fig. 8

에 나타내었다. 이 그림에 의하면 구름의 상부에서는

복사 냉각이 일어나기 때문에 평형 온도는 수증기 혼

합비 및 상대습도를 일정하게 놓았을 경우 각각 182.2,

173.6 K까지 낮아짐을 볼 수 있다. 이 경우 상대습도

가 일정할 경우 기온이 낮아지면서 수증기량이 감소

하기 때문에 수증기에 의한 온실효과 감소로 혼합비

가 일정할 경우 보다 기온이 낮아진다. 그리고 지표

면의 평형 온도 역시 구름에 의한 복사의 흡수 및 차

단 효과 때문에 혼합비 및 상대습도를 일정하게 놓았

을 경우 각각 274와 266 K로 표준 대기보다 낮게 나

타난다. 

Fig. 9는 마찬가지의 중층운에 대하여 여름철 표준

대기 자료를 사용하였을 경우 구름의 광학 두께 변화

에 따른 대기 상한과 지표면에서의 복사 평형 온도를

나타낸 것이다. Fig. 9(a)에서 지표면의 복사 평형 온

도는 약 260부터 305 K까지 구름의 광학 두께에 따

라 변화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중위도 여름철 표준

대기 자료에서 지표면의 온도는 294 K이고 이 온도

값은 구름의 광학 두께가 약 2.5일 경우 나타난다. 구

름 광학 두께가 2.5보다 작을 경우는 지표면의 온도

가 이 구름의 온실효과에 의하여 상승하게 된다. 그

러나 구름의 광학 두께가 2.5이상일 경우 중층운은 태

양 복사의 흡수 및 차단 효과 증가로 인하여 지표면

온도는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구름은 그 위치와 고

도 및 광학 두께에 따라 지표면의 온도 변화에 다른

영향을 주게 된다. 상대습도가 일정할 경우는 Fig. 6

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구름 아래층의 대기에서 수증

기에 의한 온실효과 감쇠 때문에 혼합비가 일정한 경

우 보다 지표면의 복사 대류 평형 온도를 낮게 한다.

Fig. 9(b)는 대기 상한에서의 복사 대류 평형 온도를

나타낸 것이다. 여름철 표준 대기 자료에서 복사 대

류 평형 온도 272 K이고 복사 대류 평형 온도는 수증

기 혼합비와 상대습도가 일정할 경우 및 구름 광학

두께에 따라 267과 269 K 사이에서 변화하였다. 구름

이 존재할 경우 Fig. 8에서 본 바와 같이 구름 상층

대기는 복사 냉각이 강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대기 상

한에서의 복사 평형 온도는 표준 대기의 기온 보다

다소 낮게 나타난다. 특히 대기 상한에서 이러한 복

사 평형 온도의 감소는 구름의 광학 두께가 3-7인 경

우에 가장 크게 나타났고 이는 구름의 광학 두께에

따른 복사의 산란이 이 근처에서 가장 잘 일어나기

때문이다. Fig. 9와 마찬가지의 경우로서 하층운인 경

우는 Fig. 10에 나타내었다. Fig. 10(a)의 지표면 복사

대류 평형 온도는 약 237~295 K의 범위에서 변화함

을 알 수 있다. 이 경우는 Fig. 9의 경우 보다 구름의

고도가 낮기 때문에 구름의 기온이 중층운보다 높고

이에 따른 태양 복사의 흡수가 크다. 따라서 지표면

의 온실효과는 중층운의 경우보다 작게 나타나고 이

Fig. 8. The radiative convective equilibrium temperature

profiles for the middle cloud(500~600 hPa). The dotted is

with fixed relative humidity and solid line is with fixed

mixing ratio of water vap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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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에 의하여 온실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구름

광학 두께가 2이하가 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Fig.

10(b)의 대기 상한의 경우 복사 대류 평형 온도는

267.7과 268.2 K 범위에서 변화하며 Fig. 9와 경향이

비슷하다

상층운인 경우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구름 입

자들이 빙정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빙정의 모양은 6가

지(plate, column, hollow-column, bullet-4, bullet-6,

aggregate)를 고려하였고 이들에 의한 광학 두께는 식

(18)과 같이 계산하였으며 이 식에서 기층 내의 빙정

의 질량은 Cz이다. 따라서 기압이 200 hPa부터 260 hPa

까지 3개의 기층에 권운이 존재하고 각각의 기층에

빙정의 질량이 30 gm-2인 경우 복사 대류 평형 온도

는 Fig. 11에 나타내었다. Fig. 11(a)에서 보는 것처럼

빙정의 종류에 따라, 여름철 표준 대기 자료에 의한

지표면의 기온 294 K 보다 낮은 경우도 있고 반대로

높은 경우도 있음을 볼 수 있다. Fig. 2와 4에서 빙정

의 크기가 작고 광학 두께가 두꺼울수록 권운이라 할

지라도 지표면 온실효과는 거의 없고 태양 복사의 흡

수 및 차단 효과가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지표면에

서의 복사 대류 평형 온도는 표준 대기 자료보다 작

게 나타난다. 지표면의 온실효과는 30 종류의 구름 관

측 자료와 빙정의 종류에 따라 변화한다. 관측 자료

의 1~4의 경우는 지표면에서 어그리게이션의 복사 평

형 온도가 가장 높고 뷸렛-4가 가장 낮으며 그들의 온

도 차이는 약 10 K 내외이다. 그리고 관측 자료의 10~

20의 경우는 대부분 플레이트 형태의 빙정에 대한 복

사 평형 온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며 그 이외의 경우

는 컬럼 형태의 빙정이 가장 높은 복사 평형 온도를

나타낸다. 또한 뷸렛-4는 30종류의 전체 관측 자료에

대하여 가장 낮은 복사 평형 온도를 나타낸다. 빙정

의 종류별 복사 평형 온도 차이의 최대는 관측 자료

17의 경우에 나타나고 이때 복사 평형 온도 차이는

약 15 K이며, Yang et al.(2000)의 빙정 분포에 따른

Fig. 9. The variation of radiative convective equilibrium temperatures with cloud optical thickness at the surface(a) and

TOA(b) for the middle cloud(500~600 hPa).

Fig. 10. Same as Fig. 9, except for the low cloud(800~900 h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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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형은 각 빙정들에 의한 최대 및 최소 복사 평형

온도의 중간 정도이다. 이와 같이 구름의 종류와 빙

정의 종류에 따라 복사 평형 온도 변화는 구름의 산

란 특성(소산 계수, 단일 산란 알베도, 비대칭 인자)

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권운 속의 빙정

크기에 따른 복사 과정은 조심스럽게 취급되어야한다.

이 그림에서 대부분의 관측 자료들은 권운 내에 있는

기층의 빙정 질량이 30 gm-2인 경우 지표면의 복사 평

형 온도는 여름철 표준 대기 자료보다 크게 나타나

중층운이나 하층운에 비하여 온실효과가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항공기 관측 자료 중 1~28은 중위

도 지방의 권운 자료로서 지역이나 권운의 종류에 따

라 복사 평형 온도가 크게 변화함을 알 수 있다. 관

측 자료 29~30은 열대 지역의 권운 자료로서 최근의

지구 온난화 현상과 관련하여 관심 대상이 되고 있는

구름이다. 열대 지역의 이러한 권운은 열대 지역 해

수면 온도 상승에 중요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

려지고 있으며, 이 연구에 의한 복사 대류 평형 온도

계산 결과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Fig. 11(b)

는 대기 상한에서의 복사 대류 평형 온도로서 권운의

상층 대기에서의 복사 냉각이 중층운과 하층운에 비

교하여 크지 않기 때문에 대기 상한에서의 복사 평형

온도는 표준 대기 자료의 272 K와 비슷한 271-272 K

사이의 값을 나타냈으며 빙정의 종류별 차이는 1 K

이내이다. 

4. 결 론

이 연구는 항공기에 의하여 관측된 권운 속 빙정들

의 특성에 따라 복사속 밀도 및 복사 평형 온도 변화

를 계산하여 권운의 기후 효과를 추정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빙정들의 크기와 종류에 단일 산란 특성

을 계산하였고 이 결과를 이용하여 권운의 광학 두께

를 결정하였다. 그 결과 권운의 광학 두께는 빙정의

크기가 작을수록 증가함을 알 수 있었고 빙정 종류에

따라 광학 두께가 가장 큰 종류는 뷸렛-4이었으며 가

장 작은 것은 컬럼과 어그리게이션이었다.

이 연구에서 권운은 200~260 hPa의 기압 고도의 3

개 기층에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하였고 각 기층 속

빙정의 질량은 10 gm-2로 가정하였다. 그 결과 대기

상한에서의 순 하향 태양 복사속 밀도는 권운 광학

두께와 대체로 반비례하였다. 그러나 태양 복사속 밀

도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빙정의 광학 두께

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소산 계수뿐만 아니라 단

일 산란 알베도와 비대칭 인자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태양 복사속 밀도는 반드시 권운 광학 두께의

함수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태양 복사속 밀도를 계산한 경우와 마찬가지의 조

건이나 기층의 빙정 량을 30 gm-2로 복사 대류 평형

온도를 계산하였다. 그 결과 빙정의 크기가 작고 광

학 두께가 두꺼울수록 권운에 의한 지표면의 온실효

과는 매우 작게 나타나 복사 대류 평형 온도는 표준

대기 자료 보다 작았다. 빙정의 종류별로는 항공기 관

측 자료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지만 컬럼과 어그리

게이션 및 플레이트 형태가 지표면의 온실효과를 나

타내는데 효과적이고 뷸렛-4에 의한 평형 온도는 가

장 낮아 태양 복사의 흡수 및 차단 효과가 가장 큰

빙정이었으며 이 두 종류에 의한 복사 평형 온도 차

이는 항공기 관측 자료에 따라 3~15 K에서 변화하였다. 

위의 결과들은 구름의 전운량을 1로 가정하여 계산

한 결과이다. 그러나 전 지구대기의 권운이 20~30%

정도이기 때문에 이 결과에 의한 복사 평형 온도 및

Fig. 11. The variation of radiative convective equilibrium temperatures with ice crystal habits at the surface(a) and TOA(b) for

the cirrus cloud(200~260 h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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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효과는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권운

속의 빙정은 권운의 기온과 기압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하여 그 형태가 변화하기 때문에 이들의 정확한 효

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른 관측 자료 등을 포함하

여 계속적인 연구가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기후 모형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수치 모델에서 권

운 또는 상층운에 관련된 복사 모수화는 이 연구 결

과와 같이 빙정 종류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

나 수치 모형의 정확성 향상을 위하여 이러한 빙정

종류 및 크기 효과에 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

기 때문에 이들의 효과가 점차적으로 고려될 것이고

이 경우 빙정의 종류 및 크기에 따른 복사의 산란 과

정은 조심스럽게 취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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