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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present here the future changes in vertical distribution of temperature and
tropopause height using the HadGEM2-AO climate model forced with Representative Concen-
tration Pathways (RCPs) scenarios. Projected changes during the 21st century are shown as dif-
ferences from the baseline period (1971~2000) for global vertical distribution of temperature
and tropopause height. All RCP scenarios show warming throughout the troposphere and cool-
ing in the stratosphere with amplified warming over the lower troposphere in the Northern
Hemisphere high latitudes. Upper troposphere warming reaches a maximum in the tropics at
the 300 hPa level associated with lapse-rate feedback. Also, the cooling in the stratosphere and
the warming in the troposphere raises the height of the tropop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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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07년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제4차 기후변화 평가보고서(4th Assessment
Report, AR4) 발간 이후 2014년 발간 예정인 IPCC 제
5차 기후변화 평가보고서(AR5)를 위하여 국제사회는
표준 온실가스 시나리오를 대표농도경로(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 RCP)로 새롭게 선정하였다. 이
에 국립기상연구소는 국제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참여
하고,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
여, HadGEM2-AO 기후 모델과 새로운 온실가스 시
나리오 RCP 4종(2.6/4.5/6.0/8.5)을 이용하여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생산하였다. Baek et al.(2013)에 따르면
HadGEM2-AO 기후 모델은 CMIP3(Coupled Model
Intercomparison Project)와 CMIP5에 참여한 모델 간

의 성능평가에서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
Baek et al.(2013)은 HadGEM2-AO 기후 모델의 미
래 시나리오 적분결과 분석을 통해 전지구 영역에서
의 지상 기온 상승을 전망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많
은 선행연구(Dai et al., 2001; Lal and Harasaea, 2001;
Giorgi and Mearns, 2002)들의 결과와 일치한다. 한편,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는 입체적인 대기 순환
시스템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한
넓은 이해를 위해서는 지상뿐만 아니라 연직분포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Giorgi and Mearns, 2002; Buhe
et al., 2003; Koo et al., 2005). 이에 따라, 기후변화
의 감지(detection)와 속성(attribution), 인간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의 지표로서 연직 기온분포 변화의 중요
성에 대한 여러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Santer et al.,
1996; Tett et al., 1996; Solomon et al., 2007), Santer

et al.(2003b)과 Koo et al.(2005)은 재분석자료나 SRES
시나리오 자료를 이용하여 지상부터 대류권과 성층권
에서의 기온변화를 분석하였다. 따라서 HadGEM2-AO
모델 결과를 이용한 지상 기온의 미래전망뿐만 아니
라, 기온의 연직 분포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과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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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필요하다.
기후변화의 관점에서 대류권계면에 대한 연구가 진
행되고 있다. Santer et al.(2003a)에 의하면 대류권계
면 높이의 변화가 지구온난화를 설명하는 중요한 ‘지
문(fingerprint)’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대류권계면은 대
류권과 성층권을 나누는 경계이며, 기온의 연직변화
가 가장 작다. 또한 기온감률, 잠재와도 등의 변수들
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곳이다. 대류권계면의 높이는
외부 강제력에 대해 민감하게 변하는데, 예를 들어 화
산폭발에 의한 대기 중 복사강제력의 변화는 대류권
계면 높이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화산폭발이 일어나
면 성층권의 기온이 상승하고, 대류권의 기온이 하강
하며, 이 때 대류권계면 높이는 낮아진다(Santer et al.,
2003a). 이러한 대류권계면 높이 변화는 대류권-성층
권 간의 수증기 수송이나 Brewer-Dobson 순환에 영
향을 미치기 때문에 초기에는 적도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Reid and Gage, 1984; Reid and Gage,
1996; Highwood and Hoskins, 1998; Choi and Kim,

2010). 그러나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대류권 상부의
기온 상승과 오존 감소로 인한 성층권 기온 하강이
전 지구적인 대류권계면 높이 상승을 이끌어 내는 것
으로 알려짐에 따라(Santer et al., 2003a), 대류권계면
의 공간구조 변화에 대한 이해 및 미래전망의 중요성
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온실가스 시나리오를 대체하
는 RCP 4종(2.6/4.5/6.0/8.5)과 HadGEM2-AO 기후모
델에 의해 생산된 장기적분 결과를 이용하여, 기후변
화를 나타내는 주요 변수 중 하나인 기온의 연직분포
특성과 대류권계면의 높이 변화의 추세 및 미래 전망
을 제시하였다.

2. 자료 및 분석방법

이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기후 예측모델인 HadGEM2-
AO에 의해 산출된 시나리오 결과이다. HadGEM2-AO
는 대기-해양-해빙-수문-에어러솔 결합 모델로 구성되
었다. 대기모델의 분해능은 수평적으로 N96(~135 km
간격, 192 × 145 격자)이며, 연직적으로 38층(최상층은
~40 km)으로 구성되었다. 미래기후변화 전망은 과거
기후 모사실험의 마지막 상태(2005년)를 초기조건으
로 RCP 강제력에 따라 산출한다. RCP 시나리오에는
4종이 있으며, 현재 추세로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경
우 RCP8.5, 지구가 회복력을 가질 수 있는 최대 한계
값이 고려된 RCP2.6, 그리고 온실가스 저감 정책이
어느 정도 실현되는 경우인 RCP4.5/6.0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숫자는 복사 강제력의 양으로서 단위는 Wm−2

이다(NIMR, 2011; Baek et al., 2013).
본 연구에서는 제어실험의 500년 결과를 초기장으

로 사용한 과거 기후 모의실험(1860~2005년)과 2100
년까지 RCP 4종(2.6/4.5/6.0/8.5)의 강제력에 따른 미
래기후변화 시나리오 결과를 이용하여 전구영역에서
의 기후변화를 분석하였다. 연직별 전지구 평규기온
시계열 특성 및 연직 기온분포 변화는 1971~2000년
기후 값을 기준으로 아노말리(anomaly)를 구하여 1860
년부터 2100년까지 분석되었다. 연직별 전지구 공간
장 및 동-서 평균된 기온변화는 현재기후(1971~2000
년) 대비 미래기후(2071~2100년)의 평균값 차이를 분
석하였다.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WMO)(1957)의
대류권계면 정의는 연직 기온감률이 2oC km−1가 되
는 고도를 의미하는데, 결정된 고도로부터 2 km 이내
에서 기온감률이 2oC km−1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
등압면 자료로부터 기온감률을 계산하고 대류권계면
높이 분석은 Reichler et al.(2003)의 방법에 따랐다.
대류권계면 높이 변화는 1860~2100년 동안의 시계열
특성과 현재기후 대비 미래기후의 전지구 공간장 변
화에 대해 분석되었다. 또한 화산폭발에 의한 대기 중
복사강제력 변화가 대류권계면 높이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연직별 기온변화와 관련하여 본문에서 논의하
였다.

3. 결 과

3.1 RCP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기온 변화

Figure 1은 전지구 평균하여 1860년부터 2100년까
지 연직별 기온의 변화를 나타낸 시계열 그림이다.
1860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대류권, 성층권의 기
온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시나리오에 따르
면 대류권에서는 2006년부터 기온 상승이 시작되었다.
RCP2.6 시나리오에서는 2100년까지 기온 상승폭의 변
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며, RCP4.5 시나리오에서
RCP6.0과 RCP8.5에 비해 더 낮은 농도의 시나리오임
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초중반까지 가장 큰 기온 상
승폭을 보였고,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RCP8.5 시
나리오가 가장 큰 기온 상승폭을 보였다. 성층권에서
RCP2.6 시나리오는 2000년대 초반부터 2100년까지
기온 하강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고농도 시나리오
로 가면서 큰 기온 하강폭을 보였다. CO2 농도 증가
로 인해 대류권에서는 기온이 상승하고, 성층권에서
는 하강한다(Manabe and Wetherald, 1980). 성층권의
기온은 일차적으로 오존에 의한 단파 흡수와 CO2에

의한 장파 방출에 의해 균형이 유지되는데, 미래 시
나리오의 CO2 증가가 성층권에서 더 많은 장파 냉각
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성층권의 기온이 하강하는 것
이라 볼 수 있다(Lorenz and DeWeaver, 2007). 한편,
국립기상연구소(2011)에 의하면 4개 시나리오의 C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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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변화는 2000년부터 2020년까지 동일하게 상승하
다가 2020년 이후부터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따라서 2000년대 초반에 RCP4.5 시나리오
가 RCP6.0과 RCP8.5 시나리오에 비해 일시적으로 기
온이 높은 것은 모델이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으로 봐
야할 것이다. 과거 5차례 대규모 화산폭발이 있던 해
의 대류권과 성층권의 기온변화와 대류권계면의 높이
를 보면, 화산폭발 후 대류권에서는 기온 하강이 그
리고 성층권에서는 기온 상승을 보였고, 대류권계면
높이는 하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화산폭발로
인한 성층권에서의 황산화물 에어러솔의 증가 및 확
산과 관련이 있다. 황산화물 에어러솔은 단파복사
(shortwave radiation, SW)를 산란시키고, 태양 근적외
선(solar near infrared, NIR)과 지표와 대기에서 방출
되는 장파복사(long wave radiation, LW)를 흡수한다.
이때 대류권에서 기온 하강뿐만 아니라 성층권 하부
에서 기온 상승과 같은 역학적 피드백을 야기 할 수
있다(Stenchikov et al., 1998; Andronova et al., 1999;
Ramachandran et al., 2000; Driscoll et al., 2012).

전지구 평균한 자료를 시간별로 분석하여 현재기후
대비 미래의 기온변화를 분석하였다(Fig. 2). 2000년
이후에는 모든 시나리오에서 기온 상승이 나타났다.
2000년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 상승폭이 커지고 있으
며, 고농도 시나리오로 가면서 기온 상승하는 곳은 더
크게 상승하고, 기온 하강하는 곳은 더 크게 하강하
였다. RCP8.5 시나리오는 2000년 중반부터 다른 시
나리오에 비해 높은 기온 상승폭을 나타냈다. 또한 현
재기후 대비 미래의 연직 기온변화는 시나리오에 상
관없이 대류권 상층부에서 기온 증가율이 하층 대기
의 기온 증가율보다 커져 300 hPa의 대류권계면 부근

Fig. 1. Time series of global-mean, monthly mean changes in temperatures at (a) 50 hPa, (b) 300 hPa, (c) 850 hPa. Data are
expressed as anomalies relative to climatological monthly means over 1971 to 2000. The solid vertical lines give volcanically
periods.

Fig. 2. Global-mean monthly mean temperature changes.
Changes are given for the period 2071~2100 relative to
197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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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최대값을 보였다. 또한 RCP8.5 시나리오의 기온
변동폭이 가장 컸으며, 저농도 시나리오로 가면서 낮
은 기온 변동폭을 나타냈다.
위도별 동-서 평균된 기온의 연직분포 변화를 살펴
보면, 북반구 고위도 지표 부근과 저위도 대류권 상
부 및 성층권 하부에서의 기온 증가가 크게 나타났다.
또한 온실가스 강제력이 강화될수록 대류권의 기온
상승 폭과 성층권에서는 기온 하강 폭이 증가하였다
(Fig. 3). 이러한 기온 변화는 온난화로 인한 열대지방
대기 중의 수증기량이 증가하면서, 상층에서 방출되
는 응결잠열의 양이 늘어났기 때문이다(Randall et al.,
2007). 또한 북반구 극지방 지표 근처의 기온 상승은
해빙이 녹음으로 인해 알베도가 감소하여 태양 복사
흡수량이 늘어나는 아이스 알베도 피드백(ice-albedo
feedback) 효과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Houghton
et al., 2001).

대기권 각 층에서 기온 변화를 RCP 4종에 대해 대
류권 하부(850 hPa), 연직 시계열 변화에서 기온 상승

폭이 가장 큰 300 hPa, 그리고 성층권 하부(50 hPa)에
대하여 현재기후 대비 미래기후의 기온 변화 공간 패
턴을 연직별로 살펴보았다(Figs. 4~6, Table 1). 850
hPa에서는 시나리오 구분 없이 전구 영역에서 기온
상승 패턴이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북반구 고위
도 영역과 대륙에서의 기온 상승이 전망되었다. 현재
기후 대비 미래변화는 RCP2.6 시나리오에 의해서 약
1.3oC, RCP4.5에서는 약 2.5oC, RCP6.0에서는 약
2.6oC, RCP8.5 시나리오 하에서는 약 4.0℃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4). 동-서 평균된 기온의 연직분
포에서 현재기후 대비 가장 큰 온도 상승을 보였던
300 hPa에서는 적도를 중심으로 저위도 지역의 강한
기온 상승이 전망되었다. RCP2.6 시나리오에서는 약
1.5oC, RCP4.5에서는 약 3.6oC, RCP6.0의 시나리오에
서 약 3.4oC, RCP8.5에서는 약 5.5oC 상승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Fig. 5). 성층권 하부인 50 hPa의 현재기
후 대비 미래의 기온변화 공간 패턴은 대류권과 반대
로 기온이 하강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고농도 시

Fig. 3. Zonal mean of atmospheric temperature for (a) RCP2.6, (b) RCP4.5, (c) RCP6.0, (d) RCP8.5. Changes are given for the
period 2071~2100 relative to 1971~2000. The values for the present day (1971~2000) are shown in cont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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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리오로 갈수록 저위도와 양 극지방의 기온 하강이
두드러졌다. 50 hPa의 기온변화는 RCP2.6 시나리오에
서 약 0.9oC, RCP4.5에서 약 1.7oC, RCP6.0에서 약
1.7oC, RCP8.5 시나리오에서는 약 2.3oC 기온이 하강
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Fig. 6). 현재기후 대비 미래

기후의 기온변화는 대류권 영역에서는 기온 상승을
보였고, 성층권 영역에서는 기온 하강을 나타냈다. 또
한 연직별로 시나리오에 상관없이 기온변화의 패턴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고농도 시나리오로 갈수록 대
류권에서는 기온 상승폭이 높게 나타났다.

Fig. 4. Change in 850 hPa temperature for (a) RCP2.6, (b) RCP4.5, (c) RCP6.0, (d) RCP8.5. Changes are given for the period
2071~2100 relative to 1971~2000.

Fig. 5. Change in 300 hPa temperature for (a) RCP2.6, (b) RCP4.5, (c) RCP6.0, (d) RCP8.5. Changes are defined as in Fig.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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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RCP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대류권계면 높

이 변화

Figure 7은 전지구 평균하여 1860년부터 2100년 동
안 대류권계면 높이 변화를 나타낸 시계열 그림이다.
1860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대류권계면 높이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며, 2000년대 초반부터 2100
년까지 고농도 시나리오로 가면서 대류권계면 높이
상승폭이 크게 나타났다. 대류권계면 높이 상승은 CO2

증가로 인한 대류권의 기온 상승과 성층권의 기온 하
강이 정적 안정도를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이때 대류
권계면 높이를 상승시킨다. 이러한 HadGEM2-AO의
미래전망은 관측 자료에서 나타나는 최근 경향성 및
CO2 증가가 고려된 다른 기후모형 실험의 결과와도
일치한다(Kushner et al., 2001; Santer et al., 2003a;
Lorenz and Deweaver, 2007).

저위도(0~30o), 중위도(30~60o), 고위도(60~90o) 위도
별로 나누어 현재기후 대비 미래기후의 대류권계면
높이 변화를 살펴보았다. 저위도에서 전망된 미래의
대류권계면 높이는 RCP2.6 시나리오에서 4.7 hPa,
RCP4.5에서 8.7 hPa, RCP6.0에서 8.0 hPa, RCP8.5 시
나리오에서 11.3 hPa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위
도에서는 RCP2.6 시나리오에서 7.7 hPa, RCP4.5에서
14.4 hPa, RCP6.0에서 13.2 hPa, RCP8.5에서 21.0 hPa
상승을 전망하였다. 고위도의 대류권계면 높이의 변
화는 RCP2.6에서 10.9 hPa, RCP4.5에서 19.1 hPa,

Fig. 6. Change in 50 hPa temperature for (a) RCP2.6, (b) RCP4.5, (c) RCP6.0, (d) RCP8.5. Changes are defined as in Fig. 4.

Table 1. Area-averaged temperature changes are given for
the period 2071~2100 relative to 1971~2000 for each RCPs.
Units are in oC.

RCP2.6 RCP4.5 RCP6.0 RCP8.5

050 hPa −0.9 −1.7 −1.7 −2.3
300 hPa −1.5 −3.6 −3.4 −5.5
850 hPa −1.3 −2.5 −2.6 −4.0

Fig. 7. Time series of global-mean, monthly mean changes in tropopause height. Data are expressed as anomalies relative to
climatological monthly means over 1971 to 2000. The solid vertical lines give volcanically periods.



Atmosphere, Vol. 23, No. 4. (2013)

이재호·백희정·조천호 373

RCP6.0에서 20.9 hPa, RCP8.5에서 35.2 hPa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류권계면 높이 변화는 저위도보
다 고위도로 갈수록 상승폭이 크게 나타났다. 또한 고
농도 시나리오인 RCP6.0보다 RCP4.5 시나리오에서
저위도와 중위도에서 더 높은 대류권계면 높이 상승
폭을 보였고, RCP8.5 시나리오에서는 모든 위도에서
대류권계면 높이의 상승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Table 2).
대류권계면 높이를 위도대 별로 나타내보면, 양쪽
극지방에서 대류권계면 높이의 상승폭이 높게 나타나

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남반구보다 북반구 고위도
부근에서 큰 상승폭을 보였다(Fig. 8). 대류권계면 높
이 변화의 공간장 변화를 살펴보면 현재기후를 기준
으로 시나리오에 상관없이 현재기후 대비 미래의 대
류권계면 높이는 상승하는 것으로 전망하였다. 시나
리오 별로 살펴보면 RCP2.6 시나리오에서는 큰 변화
가 나타나지 않았고, 고농도 시나리오로 가면서 양 극
지방에서 대류권계면 높이의 상승폭이 가장 크게 나
타났으며, 저위도 지역에서는 maritime continents 근
처의 대류권계면 상승이 다른 경도에 비해 다소 크게
나타났다(Fig. 9).

4.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RCP 시나리오에 따라 HadGEM2-
AO 기후 모델을 이용하여 장기 적분한 자료로부터
미래 온실가스 증가에 따른 연직 기온의 분포와 대류
권계면 높이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대기 중 온실
가스 농도 증가에 따라, 2100년까지 전지구의 대류권
영역에서 기온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1세
기 후반의 기후는 현재보다 온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류권 영역에서의 기온 상승은 대기 중 온실가스 농
도 증가에 따른 장파복사 증가로 설명 할 수 있다(Dai
et al., 2001; Koo et al., 2005). 전지구 평균 연직 기
온 변화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류권 상층부에
서 기온 증가율이 하층 대기의 기온 증가율보다 커져
300 hPa 부근에서 최대값을 나타냈다. 또한 고농도 시
나리오로 가면서 기온 상승폭이 커졌다. 현재기후 대
비 미래의 연직별 기온의 공간장 변화에서 850 hPa에
서 북반구 영역과 대륙에서 기온 상승이 전망 되었고,
300 hPa에서는 적도를 중심으로 저위도 지역에서의 강
한 기온 상승이 전망되었다. 50 hPa에서는 대류권과
반대로 기온이 하강하는 추세를 보였고, 고농도 시나
리오로 갈수록 저위도와 양 극지방에서 기온 하강이

Table 2. The changes in tropopause height are given for the period 2071~2100 relative to 1971~2000 for each RCPs. Results
for high-, mid-, low latitudes are climatological averages over 1971~2000. Units are in hPa.

0~30o 30~60o 60~90o

Historical 1971~2000 118.1 209.4 267.4

RCP2.6
2071~2100 113.4 201.7 256.5

(2071~2100)-(1971~2000) 0−4.7 0−7.7 −10.9

RCP4.5
2071~2100 109.4 195.0 248.3

(2071~2100-(1971~2000) 0−8.7 −14.4 −19.1

RCP6.0
2071~2100 110.1 196.2 246.5

(2071~2100)-(1971~2000) 0−8.0 −13.2 −20.9

RCP8.5
2071~2100 106.8 188.4 232.2

(2071~2100)-(1971~2000) −11.3 −21.0 −35.2

Fig. 8. Zonal mean of tropopause height (a) and changes (b)
for the period 2071~2100 relative to 1971~2100 based on
the 4 RC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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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드러졌다.
화산폭발에 의한 대기 중 복사강제력 변화는 대류
권계면 높이에 영향을 미치는데, HadGEM2-AO 모델
에서도 이와 같은 특징이 잘 모의되었다. 화산폭발이
일어나면 성층권의 기온이 상승하고, 대류권의 기온
이 하강하며, 이 때 대류권계면 높이는 낮아진다(Santer
et al., 2003a). 과거의 화산폭발 이 후 대류권에서는
기온 하강, 그리고 성층권에서는 기온 상승을 보였으
며, 대류권계면 높이는 하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재기후 대비 미래의 대류권계면 높이 변화는 극지방
과 북반구 대륙에서 대류권계면 높이 상승폭이 크게
나타났다. 대류권계면 높이 변화는 저위도보다 고위
도로 갈수록 상승폭이 크게 나타났으며, 고농도 시나
리오인 RCP6.0보다 RCP4.5 시나리오에서 저위도와
중위도에서 더 높은 대류권계면 높이 상승 폭을 보였
고, RCP8.5 시나리오에서는 모든 위도에서 대류권계
면 높이의 상승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국립기상연구소의 HadGEM2-AO 기
후 모델을 이용하였다. 기존 온실가스 시나리오를 대
체할 RCP 4종(2.6/4.5/6.0/8.5) 시나리오를 도입하여 산
출된 연직기온 분포 및 대류권계면 높이 변화 분석은
장기 미래 기후 전망의 분석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보
다 신뢰성 있는 미래 기후변화 전망에 도움이 될 것
이다. 그러나 향후 다중 모델 앙상블을 통해 예측 오
차를 줄이고 좀 더 향상된 예측 값을 바탕으로 한 추
가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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