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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해양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초과에너지의 90% 이상을 저장하는 지

구의 주요한 열 저장고이다. 관측자료는 시공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후모델을 이용하여 해양 열함량의 현재와 미래 변화모습을 보려는 연

구들이 많이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해양 열함량의 전지구적인 공간분포

에 대한 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않았다. 과거기간(1980-2014년)동안  

CMIP6 모델들의 해양 열함량의 수평, 수직 구조를 관측과 비교한 결과, 

다중모델평균의 전지구 열함량 선형추세는 5.10 x 1021 J yr-1이고, 관측

자료의 추세는 6.60 x 1021 J yr-1 이었다. CMIP6 모델들은 전지구 해양 

열함량 추세를 과소모의를 하는 경향이 있다, 수직적으로, 다중모델평균

은 상층부(0-150 m)에서는 과대모의를 하고, 하층부(150-2,000 m)에

서는 과소모의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측과 모델사이에 이러한 수직 

구조의 불일치는 모델이 실제해양의 수직 혼합을 잘 모의하지 못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수평적으로는 태평양에서 모의패턴이 크게 차이가 났는

데, 대부분의 모델들은 상층 450 m 열대태평양에서 관측의‘La Nina-

like’ 패턴을 잘 모의하지 못했다. 이는 무역풍 모의성능에 따른 차이

인 것으로 보인다. 열대태평양에서 열함량 추세가 'La Nina-like' 패턴

을 보인 일부 모델은 관측과 마찬가지로 무역풍이 강화된 모습을 보였다. 

 

주요어 : 해양 열함량, CMIP6, 장기 추세, 기후모델 평가 

학   번 : 2020-2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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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배경 
 

인간활동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하고, 온실효과로 인해, 지구에 

흡수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구가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보다 커

지면서 지구에너지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방출되지 못한 에너지는 지

구에 계속 쌓이게 되는데, 이 에너지의 90% 이상이 바다에 흡수되면서 

해양 열함량(Ocean heat content)을 급속히 상승시킨다(Rhein et al., 

2013; Bindoff et al., 2019; von Schuckmann et al., 2020). 해양 열함

량 상승은 열팽창을 통해 해수면을 상승시키고, 해양생태계와 인간생계

를 위협한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오래전부터 해양 열함량 변화를 측

정하려는 노력들이 있어왔다. 

 

제 2 절 기존 연구 현황 
 

Simpson (1928)은 지구 열 균형에 대한 연구를 처음 수행했으며, 

Rossby (1959)는 해양 열함량이 지구 열 균형 변동성의 지배적인 구성 

요소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증가하는 대기 온실 가스로 인한 세계 해양

의 온난화는 Revelle et al. (1965)의 보고서에서 처음 확인되었다. 이후

로, Intergovernmental Program on Climate Change (IPCC) (1995), 

the World Climate Research Program CLIVAR (1995), 그리고 U.S. 

National Research Council (1999)등은 지구 기후 시스템의 변동성을 

이해하는 데 해양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해양 열함량

을 정확하게 측정하려는 노력들이 꾸준히 있어왔다(Levitus et al., 2005, 

2012; Domingues et al., 2008; Purkey and Johnson, 2010; Abraham 

et al., 2013; Balmaseda et al., 2013; Durack et al., 2014; Good, 2013, 

2017; Cheng et al., 2017; Ishii et al., 2017; Meyssignac et al., 2019; 

von Schuckmann, 2020). IPCC (2021)에 따르면, 해양은 마지막 해빙

기 전환(Last Deglacial Transition; 18-11,000년 전) 이후 어느 시점

보다 빠르게 온난화 되고 있다. 그중 1971년부터 2018년까지 층별 온

난화 기여도는 상층(0-700 m) 61%, 중층(700-2,000 m) 31%, 심층

(2,000 m 이하) 8%로 보고되었다. 이렇듯 관측분석들은 최근 수 십년 

동안 뚜렷한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공통적으로 말해 주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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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온난화 패턴은 공간적으로 차이가 있다. 그런데 관측은 시공간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고, 미래의 모습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모델을 이용한 연구가 대두되었다(Yin, 2012; Frölicher et al., 

2015; Cheng et al., 2016). 기후 모델의 정확한 해양 모의는 온난화 속

도, 해수면 상승 및 탄소 흡수를 포함한 온난화에 대한 기후 반응을 현

실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그러나 여전히 기후시스템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후모델의 예측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따

라서 모델 결과를 신뢰할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되는데, 이를 위해서 생겨

난 것이 Coupled Model Intercomparison Project (CMIP)이다. CMIP은 

기후모델 간의 불확실성을 평가하고 기후모의에 대한 모델의 성능을 개

선하기 위해 1995년에 시작되었다. CMIP 모델들의 모의결과는 IPCC 

기후 평가 보고서 및 다양한 국가 평가의 일부로 정기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IPCC 평가 보고서와 CMIP은 단계별로 개발되었으며, 현재 2022

년 IPCC 6차 종합보고서에 맞춰서 6단계인 CMIP6의 모의 결과들이 나

오고 있다. 모델들은 수평 및 수직 해상도가 꾸준히 발전 중에 있으며, 

결합 모델에서 모의된 해양의 현실성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해상도 증가로 인해 해양 모의 정확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Hewitt et al., 2017). 

CMIP5와 CMIP6에서 과거기간(historical period)동안 다중모델 평

균은 모두 상층(0-700 m)과 중층(700-2,000 m) 해양에서 강력한 열

함량 증가를 보여준다(Cheng et al., 2016, 2019; Gleckler et al., 2016; 

Bilbao et al., 2019; Tokarska et al., 2019). 1971-2014 기간 동안, 

CMIP6 모델들에서 전지구 해양의 열흡수는 6.43 [2.08 - 8.66] x 1021 

J yr-1이며, 상층, 중층, 심층은 각각 전체 깊이에 대해서 해양 열흡수의 

68%, 16%, 16%를 차지한다. 전반적으로, 모의된 해양 열함량 변화는 

관측 분석(Domingues et al., 2008; Purkey and Johnson, 2010; Levitus 

et al., 2012; Good et al., 2013; Cheng et al., 2017; Ishii et al., 2017; 

Zanna et al., 2019)과 일치한다. 

그러나 모델들은 해양 순환에 의한 재분배열을 잘 재현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고, 이로 인해 과거기간동안 지역적인 패턴을 잘 재현해 내지 

못한다(Bronselaer and Zanna, 2020; Dias et al., 2020). 또한 남극해 

온난화(Liu et al., 2018; He et al., 2019; Couldrey et al., 2021), 대서

양 자오면 순환(Atlantic Meridional Overturning Circulation; AMOC) 

(Kostov et al., 2014; Todd et al., 2020) 모의에 큰 불일치를 보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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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구 해양 열함량 변화에도 큰 확산도를 보인다(Cheng et al., 2016; 

Cuesta-Valero et al., 2021, McBride et al., 2021). 

 

제 3 절 연구 내용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전지구 기후모델들은 과

거 기간동안 기후변화를 재현하는데 여전히 큰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 

기존의 해양 열함량 불확실성을 분석한 연구들은 종합적인 열함량에 대

한 연구가 주를 이뤘으며, 이러한 불확실성의 공간적인 분포는 잘 연구

되지 않았다. 또한 이러한 불확실성을 일으키는 원인들은 여전히 논쟁 

중이다. 이 연구에서는, CMIP6 모델을 이용해 관측과 비교분석을 진행

하였고, 관측과 모델들 간의 해양 열함량 변화의 차이를 평가하였다. 이

러한 차이가 수평적으로, 그리고 수직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해

보고, 관측과 모델의 두드러지는 차이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를 일으키는 원인들에 대해 토의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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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자 료 및  방 법 

 

제 1 절 연구에 사용된 모델들 
 

본 연구에서는 CMIP6의 해양 열함량을 평가하기 위해 CMIP6에 

참여하는 모델 중 표층과 저층 수온 및 염분자료를 제공하는 60개 모델

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러한 모델들에 대한 간략한 설명은 Table 1에 

나와있다. 각 모델들의 과거 모의 자료 중 사용할 수 있는 첫번째 구현

(realization) 결과를 사용하였다. 해당 자료는 다음 사이트에서 다운로

드 받을 수 있다(https://esgf-node.llnl.gov/search/cmip6/). 

Table 1. List of the CMIP6 Models used in this study. 

https://esgf-node.llnl.gov/search/cmi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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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관측 자료 

 

본 연구에서는 모델과 비교하기 위해, Institute of Atmospheric 

Physics (IAP)에서 제공하는 최신 관측자료(Cheng et al., 2017)를 사

용하였다. IAP는 1°×1° 수평 해상도를 가지고 있고 수직적으로 

1~2,000 m까지 41개 층을 갖는 격자화된 전지구 해양 온도 및 염분 

자료를 제공한다. 관측 자료가 모든 시공간을 포괄하지 못하기 때문에, 

World Ocean Database(WOD)에서 제공하는 현장기반 관측과 CMIP5 

모델 모의 결과를 사용한 Ensemble Optimal Interpolation with a 

Dynamic Ensemble(EnOI-DE; Cheng and Zhu, 2016)을 사용하여 

1940년부터 2021년까지 월별 자료를 제공한다. Cheng et al. (2014)에

서 제시한 XBT 수정 방법은 XBT 커뮤니티에서 권장 방법으로 채택되

었고, 1950년대 후반 이후로 더 신뢰성 있는 재구성이 가능하다. IAP 자

료는 다음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http://www.ocean.iap.ac.cn/). 

 

제 3 절 방법 

 

1. 분석 방법 

 

여러 모델과 관측자료의 원활한 상호비교를 위해, World Ocean 

Atlas (WOA; Boyer et al., 2018)에서 제공하는 전지구 해양 격자에 맞

춰 관측과 모델자료를 보간하였다. WOA 격자는 수평적으로 1°×1° 

해상도를 갖고 있으며, 수직적으로 0~5500 m까지 102개 층으로 이루

어져 있다.  

IAP 자료는 mapping method에 따라 1980년 이전 수온변동이 심

해진다(Cheng and Zhu 2016). CMIP6에서 과거기간은 1850-2014년 

이므로, 분석기간은 1980-2014년으로 하였고, 자료의 간격은 한달이다.  

2000년대에 Argo 프로파일링 플로트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전지

구 해양 관측이 가능해지면서 해양 관측시스템의 극적인 진보가 이루어

졌다. 그러나 Argo 플로트는 기기의 한계로 인해 연해, 2,000 m보다 깊

은 수심, 60o를 넘는 극방향 위도에서 거의 관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von Schuckmann et al., 2016). 따라서 분석 범위를 60S-60N 및 상

층 2,000 m로 한정하고, 지역해를 제외하여 관측 신뢰도가 떨어지는 영

역을 줄이고자 하였다. 또한 전지구 해양을 6개 해역으로 나누었는데, 

태평양과 대서양은 적도를 기준으로 각각 북태평양, 북대서양, 남태평양, 

http://www.ocean.iap.ac.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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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서양으로 나누었고, 인도양은 30oS를 기준으로 열대인도양, 남인도

양으로 나누었다. 분석에 사용한 해양 격자 및 해역 구분은 Figure 1에 

나와있다. 

 

2. 해양 열함량 계산 

 

주어진 깊이 층에서, 해양 열함량(ocean heat content; OHC)은 해

수밀도와 비열함량을 곱한 수온의 부피적분으로 정의된다. 단위는 줄[J]

이다. 

 

OHC =  ∭ 𝜌𝐶𝑝𝜃𝑑𝑥𝑑𝑦𝑑𝑧
ℎ1

ℎ2

 

 

여기서, ρ는 해수밀도, Cp는 비열용량(specific heat capacity), θ

는 보존수온(conservative temperature), h1과 h2는 열함량이 계산되는 

수심 범위이다(TEOS-10을 따름; IOC et al., 2010). 이때 θ는 월별 기

후값(climatology)을 제거한 상대값을 사용한다. 기후값은 1981-2010

년 기간동안 수온의 월별 평균을 사용하였다.  

Figure 1. Delineation of ocean basins used in this study. Different 

colors indicate different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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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인성(Robustness)과 불확실성(Uncertainty) 

 

IPCC 6차보고서는 지도에 강인성과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방식을 제

시했다. 그 목표는 1) 서로 다른 요구를 수용하면서 서로 다른 전지구/

지역 장에 걸쳐 가능한 일관성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하는 것, 2) 

여러 실무그룹에 걸쳐 시각적으로 일관성이 있는 것, 3) 지도의 다양한 

정보 층을 독자들이 가능한 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결

과적으로, 모델 결과에 대해 두가지 대안 접근 방식(단순 & 고급)이 채

택된다(표2). 본 연구는 AR6를 뒷받침하고, 기존의 다른 결과들과 쉽게 

비교해 볼 수 있도록 동일한 방식을 채택하였다. 

 

 

 

  

Table 2. Approaches for representing robustness (uncertainty) in 

maps of climate changes (IPCC,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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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    과 

 

 

제 1 절 전체모델 분석 
 

1. 시간변화와 추세 
 

Figure 2는 1980-2014년 기간동안 전체 모델에 대해 전지구 적분

한 해양 열함량의 월변화를 다중모델평균 및 관측과 함께 나타낸 그림이

다. 해당 시계열은 1980년 연평균 값에 대한 상대적인 변화를 나타내었

다. 시간이 갈수록 모델들의 확산도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Figure 3

은 해당기간동안 관측과 개별모델, 그리고 다중모델평균의 선형 추세값

을 나타낸 것인데, 마찬가지로 확산도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모델의 평

균에서 1 표준편차 범위 내에 관측 값이 포함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관측보다 과소모의를 한다. 개별 모델들의 열함량 추세값은 표3에 나타

내었다. 

Figure 2. Monthly ocean heat content (OHC) time series in upper 

2,000 m of global oceans (1980-2014). Each time series is 

displayed as anomalies relative to 1980 yearly mean. 



 

 9 

 

 

  

Figure 3. Linear trend of global ocean heat content (OHC) 

[J/year] (1980-2014). 

Table 3. The specific values of the Ocean heat content trend shown 

in Figur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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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간적인 변화 
 

∙공간 분포를 살펴보기 앞서, 열대태평양의 평균 변화 혹은 추세를 

연구했던 기존 연구에 따라 이 지역의 상태를 나타낼 때 ‘El Nino-like’

과 ‘La Nina-like’ 패턴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Collins et al., 

2005; Kohyama et al., 2017; Lian et al., 2018). ‘El Nino-like’ 패턴

은 적도 동태평양이 서태평양보다 상대적으로 강하게 따뜻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La Nina-like’ 패턴은 그 반대의 경우를 의미한다. 이러한 

패턴에 대한 명칭은 태평양에서 장기간에 걸친 평균적인 변화 혹은 추세

가 엘니뇨 남방 진동(El Nino-Southern Oscillation; ENSO)의 모습과 

유사하기 때문에 붙인 이름으로, 열대태평양에서 불규칙적인 주기로 발

생하는 ENSO 변동과 혼동하지 않게 주의해야한다. 

Figure 4는 다중모델평균과 관측의 수평적인 열함량 추세의 차이를 

보여준다.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기 위해 IPCC에서 제시하는 

“advanced approach”를 적용하였다. 차이는 태평양에서 두드러지게 나

타나는데, 동태평양 부근에서 과대모의를 하고, 서태평양 부근에서 과소

모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남태평양과 북태평양 중앙 부근에

서 유의미한 과소모의가 나타난다. 대서양은 모델의 변동성이 심해 해석

하기에 유의미한 부분이 거의 없다. 다만 대서양 40oS부근에서부터 인

도양으로 이어지는 부근과 동인도양 부근에서 과소모의를 한다. 태평양

의 경우, 관측자료는 ‘La Nina-like’ 패턴을 보이는데, 모델평균은 ‘El 

Nino-like’ 패턴을 보인다. 동인도양, 그리고 대서양에서 인도양에 걸친 

남극해 40oS 부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과소모의가 보이는데, 이는 

추세의 강도를 충분히 모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Figure 5는 수평적으로 적분한 열함량의 선형추세의 수직구조를 보

여준다. 다중모델평균은 대략 150 m이상의 상층 해양에서 과대모의를 

하지만, 그 아래 수심에서 과소모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층

부와 600 m 부근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대략 1,850 m 이하의 

심층부에서 다시 모델이 과소모의를 하려는 모습이 보인다. 

전지구 해양을 수직적으로 관측과 모델이 차이를 보이는 6개의 층

(0-150 m, 150-450 m, 450-850 m, 850-1,600 m, 1,600-1,850 m, 

1,850-2,000 m)을 선정하여 수평적으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을 

진행하였다(Figure 6). 0-150 m 층에서는,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의 차이

가 두드러진다. 또한 열대대서양 부근에서 과대모의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추가로, 아라비아해와 마다가스카르 북쪽 해역에 걸친 지역과,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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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Horizontal distribution of ocean heat content 

trend of (a) Multi-Model-Mean (MMM), (b) observation, 

and (c) difference (MMM – Observation). 

 



 

 12 

인도양 서쪽지역에서 과대모의가 있다. 150-450 m 층에서, 태평양은 

0-150 m 층과 비슷하지만 크기가 줄어들었으며, 대서양과 인도양에서

는 차이가 줄어들어 대부분의 지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

지 않는다. 450-850 m 층에서는, 전 대양에 걸쳐 과소모의의 경향을 

보이는 지역이 증가하였다. 850-1,600 m 층에서는, 비슷하게 과소모의

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크기와 유의한 부분이 줄어들었다. 1,600-1,850 

m 층에서는, 필리핀해 부근과 북대서양 부근에서 과대모의가 두드러지

기 시작한다. 1,850-2,000 m 층에서는, 위의 층과 동일한 부분에서 과

대모의가 강화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분도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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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Vertical profile of horizontally-integrated global ocean 

heat content (OHC) trend per unit depth [Jyr-1/m]. each profile 

shows observation (red line), individual CMIP6 model (gray lines), 

Multi-Model-Mean (MMM; Blue line), and 1 standard deviation of 

MMM (blue sh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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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Horizontal distribution of ocean heat content (OHC) trend 

difference between ‘Multi-Model-Mean (MMM)’ and observation 

for 6 layers. After integrating the heat content for each layer, it was 

divided into the corresponding depth range [Jyr-1/m3]. (a) 0-150 m, 

(b) 150-450 m, (c) 450-850 m, (d) 850-1,600 m, (e) 1,600-

1,850 m, and (f) 1,850-2,000 m. Note that each layer has different 

color map r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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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그룹별 분석 

 

앞서 살펴본 모델과 관측의 공간적인 차이가 모델별로 구분되는 특

징이 있는지 확인해 보기위해, 추세 모의성능에 따라 세 그룹으로 나눠 

분석을 진행하였다. 관측의 ±15%이내에 들어오면 적정모의(16개), 그

보다 같거나 작으면 과소모의(39개), 같거나 크면 과대모의(5개)로 나

누었다(Figure 7).  

해양 열함량의 수직 구조를 비교해보면, 모델들은 그룹과 상관없이 

상층 150 m에서 과대모의를 한다(Figure 8). 150 m보다 깊은 층에서 

그룹별로 차이가 존재하긴 하지만, 이는 단순히 전체모델평균에 대해 좌

우로 편이가 된 모습이다. 수평적으로 특징적인 차이가 존재하는지 알아

보기 위해 Figure 6과 동일한 방식으로 전체 수심을 6개의 층으로 나누

어 그룹별 수평분포를 비교하였다(Figure 9). 0-150 m, 150-450 m 층

의 경우 3그룹 모두 앞서 분석한 전체모델과 유사한 공간분포를 보였으

며, 다만 과대모의그룹의 경우 좀 더 넓고 강한 과대모의를, 과소모의그

룹의 경우 과소모의영역이 좀더 넓고 강하게 분포한다는 점이 차이점이

Figure 7. Group into three groups based on simulation 

performance. Based on 15% of the observed trend (dashed line), 

if the model trend is less than or equal to -15%, it is classified as 

under estimate group (blue circle), if it is higher than or equal to 

+15%, over estimate group(red circle), and if it is within the 

range of ±15%, it is classified as well estimate group (green 

cir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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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450-850 m 층에서는, 대서양에서 차이가 드러나는데, 과대모의그룹

의 경우 다른 그룹과 다르게 북대서양과 열대 남대서양에서 과대모의가 

존재한다. 또한 동태평양에서도 과대모의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난다. 

850 m 보다 깊은 층에서는, 모델 변동성으로 인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분이 줄어들었으며, 북대서양과 필리핀해 부근, 그리고 남인도양 서쪽 

50oS 부근에서 꾸준히 유의미한 과대모의가 존재하는 게 특징적이다. 

 

 

 

Figure 8. Same as figure 5, but with the additional three groups. 

(a) total models, (b) over-estimate group, (c) well-estimate 

group, and (d) under-estimate group. 



 

 17 

 

 

 

 

  

Figure 9. Same as figure 6, but with the additional 3 groups. (a-c): 

0-150 m, (d-f): 150-450 m, (g-i): 450-850 m, (j-l): 850-1,600 

m, (m-o): 1,600-1,850 m, (p-r): 1,850-2,000 m. (a,d,g,j,m,p): 

well-estimate group, (b,e,h,k,n,q): over-estimate group, and 

(c,f,i,l,o,r) under-estimat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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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토    의 

 

 

그룹과 상관없이, 수평분포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를 보이는 해

역은 태평양이었다. 관측추세는 ‘La Nina-like’ 상태를 보이는 반면, 

모델의 추세는 ‘El Nino-like’ 상태를 보였다. 그 결과 추세 차이가 

극대화되어 동태평양은 강하게 과대모의를 하고, 서태평양은 강하게 과

소모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특히 상층 450 m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다(Figure 9a-f). 이는 열대태평양에서 표층수온에 대

해 관측과 CMIP5 모델들의 추세를 비교한 기존 연구들(Kohyama et al., 

2017; Lian et al., 2018, Luo et al., 2018)의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개별모델들의 ‘La Nina-like’  혹은 ‘El Nino-like’와 같은 

‘ENSO-like’ 패턴을 파악하기 위해 열대 태평양 열함량 추세의 동서 

방향 기울기를 조사해보았다. 동서방향 기울기는 동태평양(NINO3 지역)

과 서태평양(0°-10°N, 130°-150°E) 열함량 추세의 평균 차이로 정의

한다(Figure 10a). Figure 10b는 관측과 다중모델평균, 그리고 각 모델

들의 기울기를 나타낸다. 관측은 매우 강한 음의 기울기를 가지는 반면, 

모델들은 평균적으로 약한 양의 기울기를 가지며, 확산도가 크다. 개별 

모델들의 기울기를 살펴보면, 평균에서 2 표준편차 범위를 넘고, 관측에 

가까운 음의 기울기를 가지는 모델이 2개 존재한다(CMCC-CM2-SR5, 

MPI-ESM-1-2-HAM). 이들의 해양 열함량 추세의 수평분포를 살펴

보면, 예상대로 ‘ La Nina-like’  패턴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Figure 11).  

이 두모델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공간적인 분포를 살펴보

았다. 태평양에서 패턴을 잘 모의했던 것을 고려하여 태평양 영역에 대

한 수직적인 구조를 살펴보았다(Figure 12). CMCC-CM2-SR5 모델은 

수직적인 구조를 잘 모의하지 못했지만, MPI-ESM-1-2-HAM 모델은 

상층 400 m에서 수직구조를 잘 모의한 것을 알수 있었다. 이러한 추세 

모의가 관측과 수평적으로 비교하여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

해 앞서 했던 방법대로 층별 분석을 진행하였다(Figure 13). CMCC-

CM2-SR5 모델은 표층에서 오히려 강한 ‘La Nina-like’ 패턴을 보

이며 쿠로시오 지역에서 강한 상승률을 보인다. 쿠로시오 지역의 강한 

상승률은 수심이 깊어져도 유지된다. 깊은 층으로 갈수록, 태평양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에, 남극해 인근과 대서양에서 차이를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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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MPI-ESM-1-2-HAM 모델은, 관측과 비교했을 때 표층에서 태평

양 전반에 걸쳐 모의를 유사하게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CMCC-CM2-

SR5 모델이 그랬던 것처럼, 깊이가 깊어질수록 남극해와 대서양에서 추

세모의에 차이점을 보인다.  

Figure 10. (a) Horizontal distribution of ocean heat content (OHC) 

trend of observation over tropical Pacific ocean. (b) zonal OHC 

gradient over the tropical Pacific Ocean. Gradient was defined as the 

difference between average OHC trend over the Nino3 domain [red 

box in (a)] and over the western Pacific [WP; green box in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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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층을 고려해볼 때,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은 태평양에서 ‘ La 

Nina-like’ 패턴이다. 이러한 차이를 일으키는 요인으로는 ENSO 변동

의 주요한 원인인 무역풍의 변화를 생각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

분석자료인 ERA5 자료(Hersbach et al., 2020)를 기준으로 삼아 동서

방향 표층 바람장에 대해 이용가능한 CMIP6 모델 자료를 비교해 보았

다(Figure 14). 해당 기간동안, 열대태평양에서 무역풍은 강화되고 있다. 

반면, 다중모델평균은 추세의 강도도 작을 뿐 아니라 적도지역에서 무역

풍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앞서 해양 열함량에 대해 ‘La 

Figure 11. Horizontal distribution of ocean heat content (OHC) trend 

of two CMIP6 models whose tropical pacific OHC gradient is the 

closest to the observation (see figure 10b). (a) CMCC-CM2-SR5, 

and (b) MPI-ESM-1-2-HAM. 

Figure 12. Same as figure 5, but for Pacific Ocean. In addition, green 

line indicates (a) CMCC-CM2-SR5, (b) and MPI-ESM-1-2-H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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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na-like’ 패턴을 보인 두 모델의 동서방향 바람 추세를 보면, 관측과 

유사하게 열대 태평양에서 무역풍이 강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강화된 무역풍이 열대 동태평양 열을 열대 서태평양으로 이동시켰

을 거라 추측할 수 있다. 바람과 관련된 열대태평양 온난화 패턴의 차이

는 기존 연구에서도 다뤄진 적 있다. Lian et al. (2018)은 열대태평양에

서 모델들의 수온 모의 메커니즘을 제시했다. 지구온난화 하에서, 해양 

관점으로 볼 때 동태평양 표층수온은 강한 용승으로 인해 서쪽보다 덜 

따뜻해지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La Nina-like’ 패턴을 보인다. 반면 대

기 관점에서는, 워커순환이 약화되면서 적도 동태평양이 서쪽보다 빨리 

Figure 13. Horizontal distribution of ocean heat content (OHC) 

trend per 6 layers for IAP (a,d,g,j,m,p), CMCC-CM2-SR5 

(b,e,h,k,n,q), and MPI-ESM-1-2-HAM (c,f,i,l,o,r). Depth range 

of each layer is same as figure 6. (a-c): 0-150 m, (d-f): 150-

450 m, (g-i): 450-850 m, (j-l): 850-1,600 m, (m-o): 1,600-

1,850 m, and (p-r): 1,850-2,000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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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해진다. 따라서 대부분의 CMIP5 모델들의 대기 메커니즘이 해양 

메커니즘을 지나치게 억제하면서 ‘El Nino-like’ 패턴을 보였으며, 그렇

지 않은 일부 모델에서만 ‘La Nina-like’ 패턴을 보였다. CMIP5 모델들

의 이러한 문제는 최신버전인 CMIP6에서도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모델들이 ‘La Nina-like’ 패턴을 잘 모의하지 못하는 것이 

대기 메커니즘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Kohyama and Hartmann (2017)은 모델실험을 통해 태평양에서 ‘La 

Nina-like’ 패턴과 ‘El Nino-like’ 패턴이 반복되는 NEWS-NECS 

(Nonlinear ENSO Warming Suppression – Nonlinear ENSO Cooling 

Suppression) 사이클을 제시했으며, 해양-대기 사이의 온도 차이가 적

도용승의 강도를 조절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아마존 열대우림의 파괴

(Cox et al., 2000, 2004), 동부 적도태평양에서 확산계수 설정 문제

(Flato et al., 2014), 모의된 평균표층수온의 지속적인 편향(Li et al., 

2016; Ying and Huang, 2016), 그리고 그 외 다양한 편향들(Luo et al., 

2018)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 

수직적으로 상층과 하층의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모델의 혼합층 깊

이 모의에 편향이 존재(Lique et al., 2018; Kwiatkowski et al., 2020)

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고, 이는 기후모델이 아직 혼합층에서 소규

모 과정을 구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Buckingham et al., 2019; 

McWilliams, 2019). 또한 바람과 에크만 수송 모의에 대한 오류

(Williams et al., 2015)일수도 있다. 하층부의 과소모의가 해역전반에 

걸쳐 깊은 수심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보아 모델들의 수직 확산 계수 설

정에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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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Linear trend of surface zonal wind for 1980-2014. 

Positive and negative value indicate eastward and westward, 

respectively. (a) ERA5, (b) Multi-Model-Mean (MMM), (c) 

CMCC-CM2-SR5, and (d) MPI-ESM-1-2-HAM. 

Table 4. List of the CMIP6 Models used for surface wind analysis. 

Blue shadings indicate models used for both OHC and wind analysis, 

and red shading indicates a model used only for surface wind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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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본 연구에서, 관측과 비교하여 CMIP6 모델들이 과거기간(1980-

2014)동안 공간적으로 해양 열함량을 얼마나 잘 모의하는지 그 현황을 

파악하였다. 비교를 위해 IAP를 기준 관측자료로 선정하였으며, 총 60

개의 CMIP6 모델들과 비교하였다. 선형추세를 이용하여 수평, 수직적으

로 관측과 다중모델평균의 차이점을 분석했으며, 모델에 따라 모의성능 

차이가 존재하는 지 알아보기 위해 전지구 해양 열함량 선형추세를 기준

으로 과소모의, 적정모의, 과대모의 총 3그룹으로 나누어 분석을 진행하

였다. 그리고 모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토의하였다. 

모델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모델간 확산도가 커졌고, 평균적으로는 

관측에 비해 과소모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층부(0-150 m)

는 과대모의를 하지만, 하층부(150-2,000 m)에서 더 강한 과소모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추세모의에 따른 그룹별 분석 결과 특정 그룹에서 

특징적인 모습은 찾을 수 없었으며, 대신 대부분의 모델들은 관측과 비

교하여 열대태평양에서 ‘La Nina-like’ 패턴을 모의하지 못했다. 적도태

평양에서 열함량 동서기울기를 정의하고, 관측과 가장 가깝게 모의한 두 

모델을 선정하였다. 두 모델의 열함량 변화는 관측과 유사하게 ‘La 

Nina-like’ 패턴을 보였으며, 바람장 분석 결과 관측과 유사하게 적도태

평양에서 무역풍의 강화를 보였다. 반면 대부분 모델들은 무역풍의 약화

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무역풍 모의성능이 태평양 지역에서 해양 열함량 

추세 패턴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인다(Lian et al., 2018). 태

평양에서 ‘ENSO-like’ 패턴의 모의 차이는 그대로 미래 예측으로 이어

지고, 다른 기후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Collins et al., 2005; 

Zheng et al., 2016). 따라서 이 지역의 모델편향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는 기후시스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며 미래 기후 예측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일 것이다. 

그 외 부분에서도 모델과 관측의 불일치는 존재한다. 해양 열함량의 

시간변화를 비교해 봤을 때, CMIP6 모델들은 CMIP5와 마찬가지로

(Chylek et al., 2020) 1992년 피나투보 화산폭발에 대한 민감도가 과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모델모의에 규정된 화산강제력의 오류에 의한 것으

로 생각된다(Rieger et al., 2020). 또한 쿠로시오 확장역과 북대서양에

서 멕시코 만류와 북대서양 심층수가 생성되는 지역에서 모델일치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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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떨어진다. 이는 모델해상도, AMOC와 심층순환의 모의 문제일 것으

로 추측되며, 이 지역에서 모델의 불일치도는 CMIP5에 이어 CMIP6에

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Heuzé, 2017; Swingedouw et al., 

2022). 이러한 불일치도에 대한 원인은 여전히 논쟁 중에 있으며, 일부 

연구들은 모델의 수평해상도를 높이면 북대서양에서 열 유속과 열함량을 

어느정도 개선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Chassignet el al., 2020; 

Roberts et al., 2020). 여러 해역의 30oS-60oS 부근에서도 과소모의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 과소모의는 남극순환류를 포함한 여러 해류순환과 

소용돌이에 의한 열수송을 제대로 모의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Morrison et al., 2013, 2016). 특히 남극해와 북대서양 아한대 환류 인

근은 심층순환을 만드는 중요한 지역으로, 해양 및 지구 기후에 지속적

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모델이 상층(0-150 m)은 과대평가를 하고, 하층(150-2,000 m)은 

과소모의를 하는 이유는 모델이 소규모 과정에 의한 혼합층 깊이를 잘 

모의하지 못하거나 바람과 에크만 수송에 의한 열 수송을 잘 모의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수직 확산 계수 설정에 문제가 있는 것

으로 짐작되지만, 이 연구에서는 자세하게 다루지 않았다. 이는 추후 모

델 실험을 통해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모델 평가를 좀 더 엄격하게 하기 위해서는, 모델과 비교하는 관측 

자료의 발전이 필요하다. 최근 연구에서는 대서양의 해양 열함량 변화를 

추정하기 위해 우주 측지학(Space geodesy)적인 방법을 개발하고 있으

며, 전 세계 해양 열 흡수를 더 잘 평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

다(Fraudeau et al., 2022). Argo는 2010년대 중반 이후로 생지화학을 

포함하여 2,000 m 이상 깊이에서 측정을 가능하게 하는 deep Argo 플

롯을 개발하였으며(Jayne et al., 2017), 동물매개센서를 활용한 극지방 

측정도 가능해졌다(Harcourt et al., 2019). 따라서 가까운 미래에는 진

정한 의미의 전지구 해양에 대한 자료 수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를 활용한 모델들의 전지구 해양에 대한 신뢰할만한 분석과 보

다 철저한 기후평가가 기대된다. 

 



 

 26 

참고 문헌 
 

Abraham, J. P., Baringer, M., Bindoff, N., Boyer, T., Cheng, L., Church, J., et 

al. (2013). A review of global ocean temperature observations: 

Implications for ocean heat content estimates and climate change. 

Reviews of Geophysics, 51(3), 450-483.  

Balmaseda, M. A., Trenberth, K. E., & Källén, E. (2013). Distinctive climate 

signals in reanalysis of global ocean heat content. Geophysical 

Research Letters, 40(9), 1754-1759.  

Bilbao, R. A. F., Gregory, J. M., Bouttes, N., Palmer, M. D., & Stott, P. (2019). 

Attribution of ocean temperature change to anthropogenic and 

natural forcings using the temporal, vertical and geographical 

structure. Climate Dynamics, 53(9-10), 5389-5413. 

Bindoff, N. L., Cheung, W. W., Kairo, J. G., Arístegui, J., Guinder, V. A., 

Hallberg, R., et al. (2019). Changing ocean, marine ecosystems, and 

dependent communities. IPCC special report on the ocean and 

cryosphere in a changing climate, 477-587.  

Boyer, Tim P.; Garcia, Hernan E.; Locarnini, Ricardo A.; Zweng, Melissa M.; 

Mishonov, Alexey V.; Reagan, James R.; Weathers, Katharine A.; 

Baranova, Olga K.; Seidov, Dan; Smolyar, Igor V. (2018). World 

Ocean Atlas 2018. [indicate subset used]. NOAA National Centers 

for Environmental Information. Dataset. 

https://www.ncei.noaa.gov/archive/accession/NCEI-WOA18. 

Accessed [20210703]. 

Bronselaer, B., & Zanna, L. (2020). Heat and carbon coupling reveals ocean 

warming due to circulation changes. nature, 584(7820), 227-233. 

https://doi.org/10.1038/s41586-020-2573-5 

Buckingham, C. E., Lucas, N. S., Belcher, S. E., Rippeth, T. P., Grant, A. L. 

M., Le Sommer, J., et al. (2019). The Contribution of Surface and 

Submesoscale Processes to Turbulence in the Open Ocean Surface 

Boundary Layer. Journal of Advances in Modeling Earth Systems, 

11(12), 4066-4094. 



 

 27 

CHANGE, I. P. O. C. (1995). IPCC Second Assessment. A Report of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WMO-UNEP.  

Chassignet, E. P., Yeager, S. G., Fox-Kemper, B., Bozec, A., Castruccio, F., 

Danabasoglu, G., et al. (2020). Impact of horizontal resolution on 

global ocean-sea ice model simulations based on the experimental 

protocols of the Ocean Model Intercomparison Project phase 2 

(OMIP-2). Geoscientific Model Development, 13(9), 4595-4637. 

Cheng, L. J., Zhu, J., Cowley, R., Boyer, T., & Wijffels, S. (2014). Time, 

Probe Type, and Temperature Variable Bias Corrections to 

Historical Expendable Bathythermograph Observations. Journal of 

Atmospheric and Oceanic Technology, 31(8), 1793-1825. 

Cheng, L. J., Trenberth, K. E., Palmer, M. D., Zhu, J., & Abraham, J. P. 

(2016). Observed and simulated full-depth ocean heat-content 

changes for 1970-2005. Ocean Science, 12(4), 925-935. 

Cheng, L. J., Trenberth, K. E., Fasullo, J., Boyer, T., Abraham, J., & Zhu, J. 

(2017). Improved estimates of ocean heat content from 1960 to 

2015. Science Advances, 3(3). 

Cheng, L. J., Abraham, J., Hausfather, Z., & Trenberth, K. E. (2019). How 

fast are the oceans warming? Science, 363(6423), 128-129. 

Cheng, L. J., & Zhu, J. (2016). Benefits of CMIP5 Multimodel Ensemble in 

Reconstructing Historical Ocean Subsurface Temperature 

Variations. Journal of Climate, 29(15), 5393-5416. 

Chylek, P., Folland, C., Klett, J. D., & Dubey, M. K. (2020). CMIP5 Climate 

Models Overestimate Cooling by Volcanic Aerosols. Geophysical 

Research Letters, 47(3). 

Collins, M., & The, C. M. G. (2005). El Niño- or La Niña-like climate change? 

Climate Dynamics, 24(1), 89-104. 

https://doi.org/10.1007/s00382-004-0478-x 

Couldrey, M. P., Gregory, J. M., Dias, F. B., Dobrohotoff, P., Domingues, C. 

M., Garuba, O., et al. (2021). What causes the spread of model 

projections of ocean dynamic sea-level change in response to 



 

 28 

greenhouse gas forcing? Climate Dynamics, 56(1-2), 155-187. 

Council, N. R. (1999). Global environmental change: Research pathways for 

the next decade: National Academies Press. 

Cox, P. M., Betts, R. A., Jones, C. D., Spall, S. A., & Totterdell, I. J. (2000). 

Acceleration of global warming due to carbon-cycle feedbacks in a 

coupled climate model. nature, 408(6809), 184-187.  

Cox, P. M., Betts, R., Collins, M., Harris, P. P., Huntingford, C., & Jones, C. 

(2004). Amazonian forest dieback under climate-carbon cycle 

projections for the 21st century. Theoretical and applied 

climatology, 78(1), 137-156.  

Cuesta-Valero, F. J., García-García, A., Beltrami, H., & Finnis, J. (2021). 

First assessment of the earth heat inventory within CMIP5 historical 

simulations. Earth Syst. Dynam., 12(2), 581-600. 

https://esd.copernicus.org/articles/12/581/2021/ 

Dias, F. B., Fiedler, R., Marsland, S. J., Domingues, C. M., Clement, L., Rintoul, 

S. R., et al. (2020). Ocean Heat Storage in Response to Changing 

Ocean Circulation Processes. Journal of Climate, 33(21), 1-18. 

Domingues, C. M., Church, J. A., White, N. J., Gleckler, P. J., Wijffels, S. E., 

Barker, P. M., & Dunn, J. R. (2008). Improved estimates of upper-

ocean warming and multi-decadal sea-level rise. nature, 

453(7198), 1090-U1096. 

Durack, P. J., Gleckler, P. J., Landerer, F. W., & Taylor, K. E. (2014). 

Quantifying underestimates of long-term upper-ocean warming. 

Nature Climate Change, 4(11), 999-1005. 

Eyring, V., Bony, S., Meehl, G. A., Senior, C. A., Stevens, B., Stouffer, R. J., 

& Taylor, K. E. (2016). Overview of the Coupled Model 

Intercomparison Project Phase 6 (CMIP6) experimental design and 

organization. Geoscientific Model Development, 9(5), 1937-1958. 

Flato, G., Marotzke, J., Abiodun, B., Braconnot, P., Chou, S. C., Collins, W., 

et al. (2014). Evaluation of climate models. In Climate change 2013: 

the physical science basis. Contribution of Working Group I to the 



 

 29 

Fifth Assessment Report of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pp. 741-866): Cambridge University Press. 

Fraudeau, R., Ablain, M., Larnicol, G., Marti, F., Rousseau, V., Blazquez, A., 

et al. (2022). Monitoring the local heat content change over the 

Atlantic Ocean with the space geodetic approach: the 

4DATLANTIC-OHC Project. Retrieved from  

Frölicher, T. L., Sarmiento, J. L., Paynter, D. J., Dunne, J. P., Krasting, J. P., 

& Winton, M. (2015). Dominance of the Southern Ocean in 

anthropogenic carbon and heat uptake in CMIP5 models. Journal of 

Climate, 28(2), 862-886.  

Gleckler, P. J., Durack, P. J., Stouffer, R. J., Johnson, G. C., & Forest, C. E. 

(2016). Industrial-era global ocean heat uptake doubles in recent 

decades. Nature Climate Change, 6(4), 394-+. 

Good, S. A., Martin, M. J., & Rayner, N. A. (2013). EN4: Quality controlled 

ocean temperature and salinity profiles and monthly objective 

analyses with uncertainty estimates. Journal of Geophysical 

Research-Oceans, 118(12), 6704-6716. 

Good, S. A. (2017). The impact of observational sampling on time series of 

global 0-700 m ocean average temperature: a case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Climatology, 37(5), 2260-2268. 

Group, C. S. S., & Programme, W. C. R. (1995). CLIVAR, a Study of Climate 

Variability and Predictability: Science Plan (Vol. 89): World Climate 

Research Programme. 

Harcourt, R., Sequeira, A. M. M., Zhang, X. L., Roquet, F., Komatsu, K., 

Heupel, M., et al. (2019). Animal-Borne Telemetry: An Integral 

Component of the Ocean Observing Toolkit. Frontiers in Marine 

Science, 6. 

He, C., Liu, Z., & Hu, A. (2019). The transient response of atmospheric and 

oceanic heat transports to anthropogenic warming. Nature Climate 

Change, 9(3), 222-226. https://doi.org/10.1038/s41558-018-

0387-3 



 

 30 

Hersbach, H., Bell, B., Berrisford, P., Hirahara, S., Horanyi, A., Munoz-

Sabater, J., et al. (2020). The ERA5 global reanalysis. Quarterly 

Journal of the Royal Meteorological Society, 146(730), 1999-2049. 

Heuzé, C. (2017). North Atlantic deep water formation and AMOC in CMIP5 

models. Ocean Sci., 13(4), 609-622. 

https://os.copernicus.org/articles/13/609/2017/ 

Hewitt, H. T., Bell, M. J., Chassignet, E. P., Czaja, A., Ferreira, D., Griffies, 

S. M., et al. (2017). Will high-resolution global ocean models 

benefit coupled predictions on short-range to climate timescales? 

Ocean Modelling, 120, 120-136.  

IOC, SCOR and IAPSO: The international thermodynamic equation of 

seawater – 2010: Calculation and use of thermodynamic properties, 

Intergovernmental Oceanographic Commission, Manuals and Guides 

No. 56, available from http://www.TEOS-10.org, last access: July 

2010, UNESCO, Paris, in press, 196 pp., 2010. 

IPCC, 2021: Climate Change 2021: The Physical Science Basis. Contribution 

of Working Group I to the Sixth Assessment Report of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Masson-Delmotte, V., 

P. Zhai, A. Pirani, S.L. Connors, C. Péan, S. Berger, N. Caud, Y. Chen, 

L. Goldfarb, M.I. Gomis, M. Huang, K. Leitzell, E. Lonnoy, J.B.R. 

Matthews, T.K. Maycock, T. Waterfield, O. Yelekçi, R. Yu, and B. 

Zhou (eds.)].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United 

Kingdom and New York, NY, USA, In press, 

doi:10.1017/9781009157896. 

Ishii, M., Fukuda, Y., Hirahara, S., Yasui, S., Suzuki, T., & Sato, K. (2017). 

Accuracy of Global Upper Ocean Heat Content Estimation Expected 

from Present Observational Data Sets. Sola, 13, 163-167. 

Jayne, S. R., Roemmich, D., Zilberman, N., Riser, S. C., Johnson, K. S., 

Johnson, G. C., & Piotrowicz, S. R. (2017). The Argo Program 

Present and Future. Oceanography, 30(2), 18-28. 

Kohyama, T., Hartmann, D. L., & Battisti, D. S. (2017). La Nina-like Mean-

State Response to Global Warming and Potential Oceanic Roles. 

Journal of Climate, 30(11), 4207-4225. 



 

 31 

Kohyama, T., & Hartmann, D. L. (2017). Nonlinear ENSO Warming 

Suppression (NEWS). Journal of Climate, 30(11), 4227-4251. 

Kostov, Y., Armour, K. C., & Marshall, J. (2014). Impact of the Atlantic 

meridional overturning circulation on ocean heat storage and 

transient climate change. Geophysical Research Letters, 41(6), 

2108-2116.  

Kwiatkowski, L., Torres, O., Bopp, L., Aumont, O., Chamberlain, M., 

Christian, J. R., et al. (2020). Twenty-first century ocean warming, 

acidification, deoxygenation, and upper-ocean nutrient and primary 

production decline from CMIP6 model projections. Biogeosciences, 

17(13),3439-3470. 

https://bg.copernicus.org/articles/17/3439/2020/ 

Levitus, S., Antonov, J., & Boyer, T. (2005). Warming of the world ocean, 

1955-2003. Geophysical Research Letters, 32(2). 

Levitus, S., Antonov, J. I., Boyer, T. P., Baranova, O. K., Garcia, H. E., 

Locarnini, R. A., et al. (2012). World ocean heat content and 

thermosteric sea level change (0-2000 m), 1955-2010. 

Geophysical Research Letters, 39. 

Li, G., Xie, S. P., Du, Y., & Luo, Y. Y. (2016). Effects of excessive equatorial 

cold tongue bias on the projections of tropical Pacific climate change. 

Part I: the warming pattern in CMIP5 multi-model ensemble. 

Climate Dynamics, 47(12), 3817-3831. 

Lian, T., Chen, D. K., Ying, J., Huang, P., & Tang, Y. M. (2018). Tropical 

Pacific trends under global warming: El Nino-like or La Nina-like? 

National Science Review, 5(6), 810-812. 

Lique, C., Johnson, H. L., & Plancherel, Y. (2018). Emergence of deep 

convection in the Arctic Ocean under a warming climate. Climate 

Dynamics, 50(9-10), 3833-3847. 

Liu, W., Lu, J., Xie, S. P., & Fedorov, A. (2018). Southern Ocean Heat Uptake, 

Redistribution, and Storage in a Warming Climate: The Role of 

Meridional Overturning Circulation. Journal of Climate, 31(12), 

4727-4743. 



 

 32 

Lovato, Tomas; Peano, Daniele (2020). CMCC CMCC-CM2-SR5 model 

output prepared for CMIP6 CMIP historical. Earth System Grid 

Federation. doi:https://doi.org/10.22033/ESGF/CMIP6.3825 . 

Luo, J. J., Wang, G., & Dommenget, D. (2018). May common model biases 

reduce CMIP5's ability to simulate the recent Pacific La Nina-like 

cooling? Climate Dynamics, 50(3-4), 1335-1351. 

McBride, L. A., Hope, A. P., Canty, T. P., Bennett, B. F., Tribett, W. R., & 

Salawitch, R. J. (2021). Comparison of CMIP6 historical climate 

simulations and future projected warming to an empirical model of 

global climate. Earth Syst. Dynam., 12(2), 545-579. 

https://esd.copernicus.org/articles/12/545/2021/ 

McWilliams, J. C. (2019). A survey of submesoscale currents. Geoscience 

Letters, 6(1), 3. https://doi.org/10.1186/s40562-019-0133-3 

Meyssignac, B., Boyer, T., Zhao, Z., Hakuba, M. Z., Landerer, F. W., 

Stammer, D., et al. (2019). Measuring global ocean heat content to 

estimate the Earth energy imbalance. Frontiers in Marine Science, 

6, 432.  

Morrison, A. K., Saenko, O. A., Hogg, A. M., & Spence, P. (2013). The role 

of vertical eddy flux in Southern Ocean heat uptake. Geophysical 

Research Letters, 40(20), 5445-5450. 

Morrison, A. K., Griffies, S. M., Winton, M., Anderson, W. G., & Sarmiento, 

J. L. (2016). Mechanisms of Southern Ocean Heat Uptake and 

Transport in a Global Eddying Climate Model. Journal of Climate, 

29(6), 2059-2075. 

Neubauer, David; Ferrachat, Sylvaine; Siegenthaler-Le Drian, Colombe; 

Stoll, Jens; Folini, Doris Sylvia; Tegen, Ina; Wieners, Karl-

Hermann; Mauritsen, Thorsten; Stemmler, Irene; Barthel, Stefan; 

Bey, Isabelle; Daskalakis, Nikos; Heinold, Bernd; Kokkola, Harri; 

Partridge, Daniel; Rast, Sebastian; Schmidt, Hauke; Schutgens, Nick; 

Stanelle, Tanja; Stier, Philip; Watson-Parris, Duncan; Lohmann, 

Ulrike (2019). HAMMOZ-Consortium MPI-ESM1.2-HAM model 

output prepared for CMIP6 CMIP historical. Earth System Grid 

Federation. doi:https://doi.org/10.22033/ESGF/CMIP6.5016 . 



 

 33 

Purkey, S. G., & Johnson, G. C. (2010). Warming of Global Abyssal and Deep 

Southern Ocean Waters between the 1990s and 2000s: 

Contributions to Global Heat and Sea Level Rise Budgets. Journal of 

Climate, 23(23), 6336-6351. 

Revelle, R., Broecker, W., Craig, H., Kneeling, C., & Smagorinsky, J. (1965). 

Restoring the quality of our environment: report of the 

environmental pollution panel. President's Science Advisory 

Committee, United States,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Washington, DC.  

Rhein, M., Rintoul, S., Aoki, S., Campos, E., Chambers, D., Feely, R., et al. 

(2013). Observations: Ocean in Climate Change 2013: The Physical 

Science Basis. Contribution of Working Group I to the Fifth 

Assessment Report of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United Kingdom 

and New York, NY, USA.  

Rieger, L. A., Cole, J. N. S., Fyfe, J. C., Po-Chedley, S., Cameron-Smith, P. 

J., Durack, P. J., et al. (2020). Quantifying CanESM5 and EAMv1 

sensitivities to Mt. Pinatubo volcanic forcing for the CMIP6 

historical experiment. Geosci. Model Dev., 13(10), 4831-4843. 

https://gmd.copernicus.org/articles/13/4831/2020/ 

Roberts, M. J., Jackson, L. C., Roberts, C. D., Meccia, V., Docquier, D., 

Koenigk, T., et al. (2020). Sensitivity of the Atlantic Meridional 

Overturning Circulation to Model Resolution in CMIP6 HighResMIP 

Simulations and Implications for Future Changes. Journal of 

Advances in Modeling Earth Systems, 12(8). 

Rossby, C. (1959). The atmosphere and the sea in motion. Current problems 

in meteorology, 1959, 9-50.  

Simpson, G. C. (1928). The distribution of terrestrial radiation. Memoirs of 

the Royal Metrological Society, 3(1/10), 53-78. 

Swingedouw, D., Houssais, M.-N., Herbaut, C., Blaizot, A.-C., Devilliers, M., 

& Deshayes, J. (2022). AMOC Recent and Future Trends: A Crucial 

Role for Oceanic Resolution and Greenland Melting? Frontiers in 

Climate, 32.  



 

 34 

Todd, A., Zanna, L., Couldrey, M., Gregory, J., Wu, Q. R., Church, J. A., et 

al. (2020). Ocean-Only FAFMIP: Understanding Regional Patterns 

of Ocean Heat Content and Dynamic Sea Level Change. Journal of 

Advances in Modeling Earth Systems, 12(8). 

Tokarska, K. B., Hegerl, G. C., Schurer, A. P., Ribes, A., & Fasullo, J. T. 

(2019). Quantifying human contributions to past and future ocean 

warming and thermosteric sea level rise. Environmental Research 

Letters, 14(7). 

von Schuckmann, K., Palmer, M. D., Trenberth, K. E., Cazenave, A., 

Chambers, D., Champollion, N., et al. (2016). An imperative to 

monitor Earth's energy imbalance. Nature Climate Change, 6(2), 

138-144. https://doi.org/10.1038/nclimate2876 

von Schuckmann, K., Cheng, L. J., Palmer, M. D., Hansen, J., Tassone, C., 

Aich, V., et al. (2020). Heat stored in the Earth system: where does 

the energy go? Earth System Science Data, 12(3), 2013-2041. 

Williams, R. G., Roussenov, V., Lozier, M. S., & Smith, D. (2015). 

Mechanisms of Heat Content and Thermocline Change in the 

Subtropical and Subpolar North Atlantic. Journal of Climate, 28(24), 

9803-9815. 

Yin, J. (2012). Century to multi‐century sea level rise projections from 

CMIP5 models. Geophysical Research Letters, 39(17).  

Ying, J., & Huang, P. (2016). Cloud-Radiation Feedback as a Leading Source 

of Uncertainty in the Tropical Pacific SST Warming Pattern in 

CMIP5 Models. Journal of Climate, 29(10), 3867-3881. 

Zanna, L., Khatiwala, S., Gregory, J. M., Ison, J., & Heimbach, P. (2019). 

Global reconstruction of historical ocean heat storage and transport.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16(4), 1126-

1131.  

Zheng, X. T., Xie, S. P., Lv, L. H., & Zhou, Z. Q. (2016). Intermodel 

Uncertainty in ENSO Amplitude Change Tied to Pacific Ocean 

Warming Pattern. Journal of Climate, 29(20), 7265-7279. 



 

 35 

Abstract 

Assessment of CMIP6 model 

performance in ocean heat content 

change 
 

Hansol Shin 

 School of Earth and Environmental Scienc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ocean is the earth's main heat reservoir, which stores more 

than 90% of the excessed energy caused by global warming. Since 

observational data has temporal and spatial limitations, many studies 

have been conducted to see the current and future changes in ocean 

heat content(OHC) using climate models. However, few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the global spatial distribution of OHC. The 

horizontal and vertical structures of OHC in CMIP6 models were 

compare with those of the observation over the historical period 

(1980-2014). The global OHC linear trend of multi-model-mean 

was 5.10 x 1021 J yr-1, and that of the observed trend is 6.60 x 1021 

J yr-1. CMIP6 models tend to underestimate the OHC trend. It was 

found that the vertical OHC trend of multi-model-mean was 

overestimated in the upper layer (0-150 m) and underestimated in 

the lower layer (150-2,000 m). The discrepancy in the vertical 

profile between the observation and the models implies that the 

vertical convection of the models could not simulate the real ocean. 

The horizontal OHC trend pattern differed significantly in the Pacific 

Ocean, and the models were poor at simulating the "La Nina-like" 

observation patterns in the upper 450 m tropical Pacific. This appears 

to be due to differences in trade wind simulation performance.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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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erved, some models with a "La Nina-like" pattern in the tropical 

Pacific showed a strengthened trade wind. 

 

Keywords : Ocean heat content, CMIP6, Long term trend, Climate 

model evaluation 

Student Number : 2020-29192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배경
	제 2 절 기존 연구 현황
	제 3 절 연구 내용

	제 2 장 자 료 및  방 법
	제 1 절 연구에 사용된 모델들
	제 2 절 관측 자료
	제 3 절 방법
	1.분석 방법
	2.해양 열함량 계산
	3.강인성(Robustness)과 불확실성(Uncertainty)


	제 3 장 결    과
	제 1 절 전체모델 분석
	1.시간변화와 추세
	2.공간적인 변화

	제 2 절 그룹별 분석

	제 4 장 토    의
	제 5 장 결    론
	참고 문헌
	Abstract


<startpage>10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 배경 1
 제 2 절 기존 연구 현황 1
 제 3 절 연구 내용 3
제 2 장 자 료 및  방 법 4
 제 1 절 연구에 사용된 모델들 4
 제 2 절 관측 자료 5
 제 3 절 방법 5
  1.분석 방법 5
  2.해양 열함량 계산 6
  3.강인성(Robustness)과 불확실성(Uncertainty) 7
제 3 장 결    과 8
 제 1 절 전체모델 분석 8
  1.시간변화와 추세 8
  2.공간적인 변화 10
 제 2 절 그룹별 분석 15
제 4 장 토    의 18
제 5 장 결    론 24
참고 문헌 26
Abstract 35
</bo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