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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first investigates the changes of the mean and extreme temperatures and

precipitation in East Asia (EA) under stabilized 1.5
o
C and 2

o
C warming conditions above prein-

dustrial levels provided by HAPPI project. Here, five model with 925 members for 10-year his-

torical period (2006~2015) and 1.5/2.0oC future warming scenarios (2091~2100) have been

used and monthly based data have been analyzed. The results show that the spatial distribution

fields over EA and domain averaged variables in HAPPI 1.5/2.0oC hindcast simulations are

comparable to observations. It is found that the magnitude of mean temperature warming in EA

and Korea is similar to the global mean, but for extreme temperatures local higher warming

trend for minimum temperature is significant. In terms of precipitation, most subregion in EA

will see more increased precipitation under 1.5/2.0oC warming compared to the global mean.

These attribute for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of analyzed variables to get wider with increas-

ing mean values in 1.5/2.0oC warming conditions. As the result of vulnerability of 0.5oC addi-

tional warming from 1.5 to 2.0oC, 0.5oC additional warming contributes to the increases in

extreme events and especially the impact over South Korea is slightly larger than EA. There-

fore, limiting global warming by 0.5oC can help avoid the increases in extreme temperature and

precipitation events in terms of intensity and frequency.

Key words: HAPPI 1.5/2.0, East Asia, climate change of mean and extreme, vulnerability

1. 서 론

유엔기후변화회의(UNFCCC, UN Framework Con-

vention on Climate Change 2015)에서 체결된 파리협

정은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o
C

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well below 2oC)으로 유지하

고, 기온 상승을 1.5oC로 제한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

정하고 있으며, 기후변화협약의 이행을 증진함에 있

어 기후변화의 위협에 대한 범지구적 대응 강화를 목

표로 선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지구온난화 1.5
o
C 특별

보고서’를 공개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온 상승 억

제 목표인 ‘산업혁명 이후 1.5oC 온난화 수준’으로 안

정화 시키기 위해서는 늦어도 2050년까지 ‘탄소 순

배출 제로’에 도달해야하며, 2030년까지 전지구적으

로 탄소배출량을 절반으로 감축해야 한다. 또한 목표

치인 1.5oC에서 0.5oC만 더 오른다고 할지라도 폭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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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 등 더욱 극심하고 갑작스러운 기상현상 및 극한

기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생물다양

성감소, 해수면상승, 농업 및 어업 생산량 감소 등으

로 인한 지역적인 기후 취약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IPCC, 2018). 따라서 이러한 기온 상

승 억제 목표는 지구환경 보전 뿐만 아니라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빈곤 근절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적

응 대책 수립을 위해 지구온난화에 따른 지역규모의

기후특성 및 극한 현상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이 필수

적으로 요구된다.

1.5/2.0oC 지구온난화에 따른 전지구, 지역규모에서

기후특성 및 극한 현상 분석에 대한 이전 연구들은

주로 결합모델비교프로젝트(The Coupled Model Inter-

comparison Project Phase 5, CMIP5)를 통해 산출된

미래 기후모의 자료를 기반으로 진행되어 왔다(Knutti

et al., 2016; Schleussner et al., 2016; Dosio and

Fischer, 2018; King and Karoly, 2017; Xu et al.,

2017; Lee and Min, 2018; Tayler et al., 2018). 미래

시나리오들 가운데 타겟 온도까지 상승하며 평형을

이루는 ‘Equilibrium world’나 타겟 온도를 지나가는

‘Transient world’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시스템의 변화와 이와 관련된 영향을 이해

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면, Dosio and Fischer (2018)

은 1.5oC와 2.0oC를 지나가는 RCP4.5와 RCP8.5 시나

리오를 비교하여 0.5oC 상승시에 유럽대륙에서의 극

한지수(Expert Team on Climate Change Detection and

Indices, ETCCDI) 변화를 분석한 결과, 여름 최저온도

의 경우 유럽의 70% 지역에서 상승을 나타내고 있었

으나 다른 요소들의 경우 지역적인 차이가 존재함을

밝혔다. 또한, 강수량의 경우 0.5oC 상승으로 의미있

는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극한 강수 발생에 있

어서는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Lee and

Min (2018) 은 CMIP5 모델 중 1.5oC와 2oC에 수렴하

는 RCP2.6, RCP4.5 시나리오들을 선택적으로 분석함

으로써, 1.5oC 온난화는 2oC 온난화에 비해 열스트레

스를 느끼는 동아시아 지역이 약 20% 감소 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CMIP5 실험은 특정한 복사강제력에 반응하

는 미래 기후 전망을 위해 설계되어 있으므로 엄밀하

게 1.5oC와 2oC에 적응된 기후반응이라 보기 어렵다.

또한, 강제력에 반응하여 타겟 온도에 수렴한 CMIP5

모델 결과를 선택적으로 취합하더라도 50개 미만의

적은 앙상블 실험만으로는 극한기상에 대한 신뢰도

높은 분석을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었다(Mitchell et al.,

2016). 최근에는 이러한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 1.5oC

및 2oC 온난화에 평형을 이루는 100개 이상의 기후

모델 앙상블 자료를 생산하여 제공하는 Half a degree

Additional warming, Prognosis and Projected Impacts

(HAPPI) (Mitchell et al., 2017) 프로젝트를 통한 기후

특성 및 극한기상 영향 분석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

으나(Lee et al., 2018; Ruane et al., 2018; Wehner et

al., 2018), 국내 적용을 위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

한 실정이다. 특히, 선행 연구들로부터 온난화에 따른

영향이 변수별,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신기

후체제 아래 미래 기후변화에 대비한 국내 정책수립

에 과학적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및 우리나라 지역에 대해 보다 상세한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HAPPI 기후모델 자료

를 활용하여 1.5/2.0oC 지구온난화에 따른 동아시아

및 우리나라 지역의 기후특성 및 극한기상 변화를 분

석하고자 하였다. 각 온난화 시나리오에 따른 주요 기

후변수의 평균 및 확률 특성의 변화와 0.5oC 추가 상

승에 따른 기후 취약성 분석을 수행 하였으며, 이를

통해 신기후체재 대비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지원

을 위한 과학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사용된 HAPPI 모델 자료 및 분석 변수와 방법을 제

시하고, 3장에서는 HAPPI 자료에 대한 관측 모의 성

능 및 기후변화 따른 주요 변수와 극한기상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기온과 강수의 확률 분포의

변화 경향 및 전지구 기온의 추가 상승에 따른 지역

적인 기후 취약성을 알아보았으며, 4장은 요약 및 결

론 순으로 정리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2.1 모델 자료

본 연구에서는 기온상승 억제 목표인 전지구 1.5oC

와 그보다 0.5oC가 추가 상승했을때의 동아시아 기후

변화 및 기후 취약성에 대한 이해를 위해, Table 1

과 같이 HAPPI (Half A degree additional warming

Prognosis and Projected Impacts) 프로젝트에 참가한

다섯개의 전지구 대기모델(AGCM) 실험 결과를 이용

하였다. 각 모델은 현재 기후(2006~2015년, All-HIST)

와 산업혁명 이후 1.5oC 온난화 (Plus15-Future) 및 2oC

온난화(Plus20-Future) 시나리오에 대해 10년 동안의

타임슬라이스 실험을 수행하였다(Mitchell et al., 2017).

현재기후 실험에서 2006~2015년 해수면온도 및 해빙

은 관측자료로부터 처방하고 있으며, 1.5oC와 2oC 온

난화 시나리오에서의 해수면온도는 RCP2.6 및 RCP4.5

시나리오 기반으로 CMIP5 23개 다중모델로부터 현

재대비 증가한 패턴을 계산하여 관측자료에 더하여

처방하였다. 다만 해빙의 경우는 현재 기후에 대한

CMIP5 모델의 낮은 재현성으로 인해 미래 전망에 대

한 신뢰가 낮기 때문에, 해수면온도와 해빙 간의 선

형 관계를 이용하여 온난화 시나리오에서의 극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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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빙을 사용하였다. 각 실험은 모델 내부 변동성에 대

한 불확실성을 설명하기 위해 많은 앙상블 멤버를 포

함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100개 이상의 앙상블

멤버를 가진 모델들을 분석하였다.

2.2 관측 자료

현재 기후에 대한 HAPPI 모델의 기온과 강수의 유

효성 확인을 위하여 두가지 관측 자료를 사용하였다.

지표 기온은 CRU-TS (Climate Research Unit-Time-

series) 버전 4.02의 월평균, 월최댓값, 월최솟값 자료

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자료의 수평 해상도는 0.5
o

× 0.5
o

(격자수: 360 × 720)이다. 강수량은 수평해상도가 1o × 1o

(격자수: 180 × 360)인 GPCC (Global Precipitation

Climatology Centre) 버전 1.2의 월평균 자료를 사용

하였다. 사용된 기간은 HAPPI 모델의 현재 기후 실

험과 동일한 2006년부터 2015년까지의 총 10년이며,

HAPPI 모델 자료를 1
o

× 1
o
 격자에 선형 내삽하여 전

지구, 동아시아(25-45oN, 110-145oE) 및 우리나라(34-

38oN, 125-130oE)의 육지 영역에 대해 월평균기온, 월

최고기온, 월최소기온과 연평균 강수량에 대한 변화

를 분석 하였다. 육지와 해양의 구분은 GPCC의 지면

마스크 자료를 사용하였다(Fig. 1).

2.3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1.5
o
C 및 2

o
C 온난화에 따른 온도

및 강수량의 확률 빈도 비교분석을 위해 연평균(기온,

강수) 및 월최고기온, 월최소기온을 각 앙상블 멤버별

로 먼저 계산하고 분석 영역에 대해 평균 한 후, 25

Table 1. List of HAPPI AGCM used in this study. All ensemble members provide 10 years’ simulation data for the HIST,

Plus15, and Plus20 experiments.

Model name Experiment name
Horizontal resolution

(#longitude X #latitude)

No. of ensemble

members

CanAM4

All-HIST

Plus15-Future

Plus20-Future

128 × 640

100

100

100

CAM4-2degree

All-HIST

Plus15-Future

Plus20-Future

144 × 960

500

500

500

MIROC5

All-HIST

Plus15-Future

Plus20-Future

256 × 128

100

100

100

ECHAM6-3-LR

All-HIST

Plus15-Future

Plus20-Future

192 × 960

100

100

100

NorESM1-HAPPI

All-HIST

Plus15-Future

Plus20-Future

288 × 192

125

125

125

Fig. 1. Domain area of East Asia (25-45
o
N, 100-145

o
E) and Korea (34-38

o
N, 125-130

o
E). All model data were interpolated into

the identical observed grid (1o × 1o, based on GP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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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bin에 대한 확률밀도함수를 계산하였다.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해서 정규분포로 근사하여 히스토그

램과 함께 정규분포곡선을 표시하였다.

기후변화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취약성의 개념은

특정 시스템이 기후의 변이와 극한 사상을 포함한 기

후변화의 악영향을 쉽게 받거나 대처하지 못하는 정

도로서, 기후변화에 대한 시스템의 노출 수준(강도 및

빈도)과 그 시스템이 가지는 민감도와 적응능력의 함

수로 결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파리 협정의 목표인

1.5oC 수준으로 지구온난화를 억제하지 못하고 2oC까

지 상승하는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추가 영향(Fraction

of Additional Impact, FAI)을 아래 식을 통해 강도와

빈도로 나누어 계산하고, 이를 통해 동아시아 및 우

리나라 지역에서 0.5
o
C 추가 온난화’에 대한 기후 취

약성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1)

식(1)에서 C1.5와 C2.0은 분석 변수에 대하여 현재

기후 대비 1.5
o
C와 2.0

o
C 지구온난화 시나리오에서의

변화량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2oC를 기준으로 0.5oC

상승시에 평균 및 극값이 얼마나 급격하게 변화 하는

FAI = 
C2.0C1.5

C2.0
------------------------------ 100 % 

Fig. 2. Comparison of the spatial distribution (left two panels) and the difference (right panel) between the observation and

HAPPI hist simulations. The white dots in the right panel represent the area where 80% of the used AGCMs agree with the

change 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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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정량화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성을 분석

할 수 있다. 각 값들의 최대, 최소 및 90 퍼센타일 값

에 대하여 노출 빈도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특히 90

퍼센타일 변수에 대해서는 대상값 이상이 발생할 확

률 빈도에 대한 변화량을 계산하였다.

3. 결 과

3.1 지표기온 및 강수량의 변화

먼저, HAPPI 현재기후에 대한 평균기온 및 강수량,

월최대/최솟값에 대해 CRU 및 GPCC 자료와의 비교

검증을 수행하였다(Figs. 2, 3). 모델의 현재기후에 대

한 모의 성능은 평균기온과 강수량이 위도에 따라 작

아지는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었지만, 평균 기온과 최

저기온에서는 한반도 및 일본에서 과대모의 및 중국

에서 과소모의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강수량의 경우

는 한반도 일본 및 남중국에서 과소모의 하며 중국

중부, 몽고, 만주 등 고위도에서 과대모의 경향이 나

타났다(Fig. 2). 특히 우리나라는 강수를 과소 모의(Fig.

3a) 하는 경향이 있으며, 지표 기온과 최저기온의 경

우 우리나라 및 동아시아 모두 다소 과대하게 모의

하고 있었다(Figs. 3b, d). 또한 전지구에 비해 동아시

아와 우리나라 지역 평균에 대한 모델 간 편차가 크

게 나타나고 있었는데, 특히 MIROC5 모델(주황색 사

각형)이 크게 NorESM1 모델(갈색 오각형)이 작게 모

의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를 기반으로 현재 기후(HIST) 대비 1.5oC (Plus15)

와 2oC (Plus20) 온난화 시나리오에 대한 동아시아 월

평균 지표 기온, 월최고/최소 기온 및 강수 변화를 확

인하였으며(Fig. 4), 온난화 시나리오 간의 차이를 통

해 전지구 온난화 억제목표인 1.5
o
C 보다 0.5

o
C가 더

상승하게 되었을 때의 지역적인 증가 경향을 살펴보

았다. 현재 대비 온난화 1.5oC 및 2oC 시나리오에서

동아시아 지역 평균 기온은 각각 0.86 ± 0.14oC와 1.47 ±

0.12oC가 상승하여 전지구 기온상승(온난화 시나리오

별 각 0.85 ± 0.06
o
C, 1.47 ± 0.05

o
C)과 비교하여 유사

한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전지구에 비해 동아시아

와 우리나라에서 모델 간 편차는 크게 나타났다(Table

2). 전지구적으로 기온의 최댓값은 평균보다 작게, 최

솟값은 평균보다 크게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지만,

동아시아지역의 경우 기온의 월최댓값의 변화는 온난

화 시나리오별로 각각 0.94 ± 0.21oC와 1.51 ± 0.22oC로

전지구 보다 약 7% 더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나,

반대로 동아시아 기온의 월최솟값 변화는 전지구에

비해 약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지구 0.5oC

에 대한 추가 온난화”는 동아시아 및 한반도 평균 기

온을 약 0.6oC 상승시켰으며(Table 3), 지역적으로는

한반도, 몽골, 중국 화북 및 동북에서 뚜렷한 증가 경

향을 보였다(Fig. 4). 이러한 결과는 다섯개의 모델 중

적어도 4개 이상이 동일한 변화 경향을 보이고 있었

으며(Fig. 4의 dotted area). 이는 RCP 시나리오 기반

CMIP5 모델자료로 분석한 선행연구(KMA, 2017)에서

산업화 이후 증가된 동아시아 지역의 기온 상승이 전

지구 기온 상승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난다는 분석

과 일치한다. 모델별로는 HIST 자료와 비슷하게 전체

적으로 MIROC 모델이 전지구/동아시아/한반도에서

지표기온을 다소 높게 모의하고 있었으며, NorESM

모델이 낮게 모의하는 경향을 확인하였으나, 한반도

지표기온의 월최솟값의 경우 CanAM4 모델이 특이하

게 높게 모의되어 미래 증가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Fig. 5).

연강수량은 현재 대비 온난화 1.5oC 및 2oC 시나리

오에서는 전체적으로 현재보다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

고 있었다. 특히, 전지구(온난화 시나리오별 11.91 ±

5.38 mm 및 23.45 ± 6.83 mm)에 비해 동아시아와 우

리나라 지역에서 증가하는 경향이 크게 나타났다

(동아시아: 54.35 ± 33.22 mm, 75.04 ± 33.26 mm, 우리

나라: 62.26 ± 27.09 mm, 87.39 ± 30.23 mm) (Table 2).

이를 통해 전지구 보다 동아시아와 우리나라에서 보

다 큰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지구

0.5oC에 대한 추가 온난화”에 대한 강수 변화는 동아

Fig. 3. Comparison of the domain averaged value between

the observation and HAPPI hist simulations, (a) Precipita-

tion, (b) 2 m temperature, (c) Maximum temperature and (d)

Minmum temperature. The black circles are observation and

the others represent the HAPPI models. And the thick

horizontal black lines represent the ensemble mean of

HAPPI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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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patial distribution of the future changes of annual mean surface air temperature, maximum temperature, minimum

temperature, and precipitation in HAPPI scenarios (Plus15 - Hist, Plus20 - Hist) and the impact of 0.5 increase (Plus20 -

Plus15). Gray dotted grids represent the area where 80% of the used AGCMs agree with the change sign.

Table 2. The HAPPI-1.5/2.0 based future climate change by 2100 compared to the hindcast period 2006~2015. The number in

parentheses mean the statistically 95% confidence interval (PR: Annual mean Precipitation rate, TAS: Annual mean Surface air

temperature, TASMAX: Annual monthly maximum, and TASMIN: Annual monthly minimum).

Plus15 minus All-Hist Plus20 minus All-Hist

PR TAS TASMAX TASMIN PR TAS TASMAX TASMIN

Global
11.91

(± 5.38)

0.85

(± 0.06)

0.77

(± 0.1)

1.11

(± 0.09)

23.45

(± 6.83)

1.47

(± 0.05)

1.4

(± 0.09)

1.79

(± 0.09)

EAS
54.35

(± 33.22)

0.86

(± 0.14)

0.94

(± 0.21)

0.99

(± 0.1)

75.04

(± 33.26)

1.47

(± 0.12)

1.51

(± 0.22)

1.69

(± 0.06)

KOREA
62.26

(± 27.09)

0.8

(± 0.11)

0.89

(± 0.16)

0.91

(± 0.12)

87.39

(± 30.23)

1.42

(± 0.1)

1.48

(± 0.13)

1.6

(± 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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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difference between the 2oC and 1.5oC scenarios. The number in parentheses mean the statistically 95% confidence

interval (PR: Annual mean Precipitation rate, TAS: Annual mean Surface air temperature, TASMAX: Annual monthly

maximum, and TASMIN: Annual monthly minimum).

PR TAS TASMAX TASMIN

Global 11.54 (± 2.337)0 0.622 (± 0.009) 0.63 (± 0.027)0 0.684 (± 0.025)

EAS 20.693 (± 4.096) 0.602 (± 0.038) 0.569 (± 0.047) 0.694 (± 0.053)

KOREA 25.132 (± 6.652) 0.614 (± 0.047) 0.584 (± 0.044) 0.695 (± 0.08)0

Fig. 5. Comparions of the domain averaged values of five individual AGCMs (CanAM4, CAM4-2degree, MIROC5,

ECHAM6-3-LR, and NorESM1-HAPPI) over global, East-Asia, and Korea regions. Differnt symbols denote the HAPPI

models and the thick horizontal black lines represent the ensemble mean of HAPPI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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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 및 한반도 영역에 대해 20.693 ± 4.096 mm, 25.132 ±

6.652 mm의 증가 경향이 나타났으며(Table 3), 지역적

으로는 한반도, 중국 화동, 화북지역 및 일본에서 뚜

렷한 증가 경향을 보였다(Fig. 4). 모델별 강수량 차이

에서는 대상 영역이 세밀해질수록 저해상도 모델인

CAM4-2degree에서 과소 모의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5).

3.2 극한기후 특성 변화

일반적으로 기후 변화는 기상, 기후 현상의 빈도,

강도, 공간범위, 지속시간, 시기의 변화를 초래하면서,

전례가 없는 극한 현상을 야기할 수 있다. 즉, 평균적

인 기후변화가 변동성 증가 및 대칭성 변화를 수반하

여 분포의 극단에 해당하는 극한값의 발생빈도와 규

모의 증가를 야기한다는 것이다(IPCC, 2001). 그렇기

때문에 정교한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을 위해서는

온난화 시나리오에 대한 기온, 강수의 평균적인 변화

뿐만 아니라, 이러한 극한기후 변화에 대한 이해가 포

함되어야 한다. Fig. 6는 현재 기후 및 현재 기후 대

비 1.5oC와 2oC 전지구 온난화 시나리오에서의 동아

시아 및 우리나라 영역의 지표기온 및 강수 아노말리

에 대한 히스토그램과 그로부터 추정한 정규분포 곡

선의 변화를 살펴본 것이다. 1.5
o
C 온난화 시나리오에

서의 동아시아 평균 기온은 현재기후 대비 0.86oC(우

리나라의 경우 0.80oC) 으로 증가하였으며, 현재 대비

약 10% 정도의 확률 변화가 나타났다. 2oC 전지구 온

난화에 따라 연평균 온도는 현재 기후 대비 1.47oC

(우리나라의 경우 1.42
o
C) 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변

동성의 변화는 1.5oC 온난화 시나리오와 유사한 증가

경향을 보였다. 월최대/최솟값은 1.5oC와 2oC 온난화

발생시 동아시아에서 0.94/0.99와 1.51/1.69oC, 한반도

에서 0.89/0.91와 1.48/1.60oC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평균의 상승과 더불어 표준편차가 커져 확률분포

함수가 넓어지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었으나, 1.5oC에

서 2.0
o
C로의 추가 온난화에 대한 변화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시아 연강수량은 1.5oC와 2oC 온난화 시나리오

에서 현재 대비 각각 54.35, 75.04 mm year1(우리나

라의 경우 62.26, 87.39 mm year1)으로 증가하였다.

기온의 확률 분포 변화들과는 다르게 강수 평균값의

Fig. 6. Probability distributions functions of for annual surface air temperature and precipitation in the historical (HIST), 1.5

(Plus15) and 2.0 (Plus20) degree global warming future experiments (unit: %). The r2 is the squared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fitted and real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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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은 크지 않았으나 변동성은 현재 대비 약 1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온난화가 강해짐에

따라 변동성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1.5/2.0
o
C 온

난화 시나리오 모두에서 현재 기후에서 90 퍼센타일

이 넘는 높은 지표기온과 강수의 확률 비율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반대로 현재 기후에서 10 퍼센타일 이

하의 낮은 기온에서의 확률 비율은 오히려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확률 비율 변화는 월

평균 지표기온에서의 경향 보다 월최대/최솟값에서의

극한 변화가 훨씬 뚜렷하게 나타났다. 평균 강수 또

한 현재 기후의 90 퍼센타일이 넘는 강한 강수의 확

률 비율이 각 온난화 시나리오에서 약 20% 가량 증

가 하였다.

3.3 1.5
o

C 및 2
o

C 온난화에 따른 기후 취약성 분석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온난화 시나리오에서 동아

시아 및 우리나라 지표기온 및 강수의 평균의 이동과

변동성 변화에 따라 90 퍼센타일 이상의 극한 기후의

출현 확률이 크게 상승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번 장에서는 우리가 지구온난화 억제 목표인 1.5
o
C를

달성하지 못하여 0.5oC가 추가로 상승하는 경우, 월최

고(TX), 월최소(TN) 지표기온 및 연평균강수(PR) 및

각 변수들의 90 퍼센타일 이상의 강도와 빈도에 대한

지역적인 취약성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알아보고자 한

다. 이는 [2-3장] 분석방법에서 설명한 식 1을 이용하

여, 분석변수에 대하여 전지구 2oC 온난화 시나리오

대비 1.5oC 온난화 시나리오의 변화량 차이로 계산하

였다(Fig. 7). 강도에 대한 취약성에서 PR Total은 연

간 총강수량, MEAN은 평균값의 변화율, 90은 90 퍼

센타일에 대한 값의 변화율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프

에 표시한 사선은 사용한 HAPPI 5개 모델 중 4개 이

상 동일한 경향이 나타난 경우를 의미한다.

전지구적인 기온이 0.5oC 추가 상승한다면, 동아시

아 연강수량은 억제 목표인 1.5oC 온난화 시나리오에

비해 27.4%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되었다. 특히 90퍼

센타일의 강한 강수 강도에서 21.8%로 뚜렷한 변화

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우리나라가 동아시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 퍼

센타일의 약한 강수 강도에 대한 취약성은 동아시아

및 우리나라 영역 모두 모델간 동의 수준이 낮게 나

타났으나, 불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따로 표

시 하지 않았다. 연최고기온의 평균 강도는 39.2%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90퍼센타일의 높은 기온

의 강도 또한 유사한 수준인 약 40% 수준으로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월최소기온의 평균 강도는

42.9%로 높게 나타났으며, 10 퍼센타일의 낮은 지표

기온에서의 유사한 수준의 변화를 보였다. 연강수량

은 평균적인 강수의 변화는 크지 않았지만, 최대강수

량의 경우 특히 크게 상승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빈

도와 관련해서는 0.5oC 추가 온난화가 일어나는 경우,

현재 기후의 90 퍼센타일 수준의 높은 기온의 출현

빈도(TX90mon, TN90mon)가 약 35% 이상 높아질 뿐

만 아니라, 강한 강수(Pr 90mon)의 경우에도 동아시

아에서 17.3%, 우리나라에서는 21.8% 출현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파리협정에서 제시한 1.5와 2.0oC 지구

온난화에 따른 한반도 미래 기후변화를 대비한 국내

정책수립을 위한 과학적 근거 자료로 제공을 위해

HAPPI 1.5/2.0 자료를 활용한 전지구/동아시아/한반도

영역에 대한 기후변화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HAPPI 자료는 모델별 100개 이상의 앙상블을 가지고

Fig. 7. Changes of extreme climate events avoided over East Asia and its sub-regions (box in Fig. 1) in 1.5oC compared with

2.0
o
C global warming future (unit: %). The hatched lines represent more than 80% of AGCM agreement on the change 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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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
o
C에 평형을 이루는 시나리오로서 ‘1.5도 지구

온난화 보고서’ 작성 및 최근 연구들에서 활용되고 있

으나, 국내 적용 사례연구는 많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평균적인 적용가능성을 모의하고자 하였다.

HAPPI가 모의한 현재기후(HIST)의 기온과 강수량

은 동아시아 및 한반도 지역에 대해 관측과 유사한

공간분포를 보이고 있었으나, 기온에 대해서는 과대

모의, 강수량에 있어서는 과소모의 경향을 보이고 있

었다. 모델간의 편차도 전지구에 비해 동아시아와 우

리나라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미래 1.5/2.0oC 온난

화 시에는 전지구 기온상승과 비슷하게 동아시아 및

한반도 지역에서 온도 상승이 일어났으며, 극값에 있

어 최소온도에 대한 증가 경향이 전지구에 비해 크게

나타나고 있었다. 강수량에 있어서는 전지구적으로 상

승하는 추세보다 많은 강수량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동아시아 및 한반도 지역으로 올수록 증가경향이 뚜

렷하게 나타났다. 각 변수들에 대한 확률밀도함수는

기온의 경우 평균은 증가하고 표준편차가 커지는 방

향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강수량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지구온난화 억제 목표인 1.5oC 보다 0.5oC가 더 상

승하게 되는 경우, 동아시아 및 우리나라 지역은 기

온에 있어서는 전지구와 비슷하게, 강수량은 조금 더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온과 관련된 극값에

서 최댓값에서는 조금 약하게 최솟값에서는 증가하는

경향이 크게 나타났다. 확률밀도함수 상에는 기온은

평균 상승 이외에 다른 변화는 거의 없었고, 강수는

극값 발생확률이 조금씩 늘어가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1.5/2.0oC 기후변화로 인

해 동아시아 및 한반도 기온 변화는 전지구적으로 비

슷한 수준으로, 강수량은 전지구에 비해 조금 더 강

하게, 그리고 평균보다 극값에서, 극값 중에서는 최댓

값의 변화가 최솟값의 변화에 비해 크게 나타나고 있

었다. 0.5oC 추가 상승으로 인해서는 동아시아 및 한

반도 지역은 전지구에 비해서 변화율이 크게 나타났

을 뿐만 아니라, 극한 기온 및 강수의 강도는 더 강

해지며 보다 자주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결과는 CMIP5 모델 결과에 비해 안정화된 상태

에서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많은 앙상블 개수의 모델

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이지만, 기존의 CMIP5 모델

결과 뿐만 아니라 새로 업로드 되고 있는 CMIP6 자

료와의 상호 비교 분석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또

한, 강수량의 경우 HAPPI HIST 자료에 대한 동아시

아 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과소모의, HAPPI 자료에 대

한 유의수준에 다소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이

자료 기반의 해석에 주의를 요구한다. 뿐만 아니라,

추후 극한 값에 대해 일자료 결과를 이용한 심층분석

및 동아시아에 대표적인 기후 모드에 대한 분석 여부

가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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