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x -

45) IPCC SRES A2 시나리오에 따른 환북극 동토층 전망 ············································158
이지연, 조미현, 고영대, 김백민, 정지훈
극지연구소

46) 20세기 아문젠 해 저기압 활동의 통계적인 복원 ····················································160
임창규, 김주홍, 김성중, 이광목
극지연구소

47) 계절예측시스템(GloSea5) 가변적 과거재현자료를 활용한 예측 특성 분석 ·················162
황호성, 김중락, 김강하, 이희서
부산지방기상청

48) 항공기상청의 2017년 AIRMET/SIGMET 발표를 이용한 SIGWX의 정확도 분석 ·········164
하범철, 정태균, 이재원
항공기상청

49) Simulation of Chemical Transport Model FLEXPART for Tian-jin Explosions      
    Validated with Satellite Observations ·······························································166

Hyuckjae Lee, Myong-in Lee
울산과학기술원

50) Reconstruction of summer soil moisture for east Asia from tree-rings ·········168
Min-Seok Kim, Kyung-Min Kim, Peng Zhang and Jee-Hoon Jeong
전남대학교

51) 자기조직화지도(SOM)를 이용한 서울지역 폭염사례 분류 ·········································170
백승윤, 김상욱, 정명일, 노준우, 손석우
서울대학교

52) 앙상블 기계학습을 이용한 기온 예측 ····································································172
황유선, 김찬수
공주대학교

53) 제주지역 연도별 상세 기상기후 특성연구 ······························································174  
     이철, 고희종, 최광용, 임재철, 선지홍

  제주지방기상청
54) 미세먼지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기후 장기변동성에 관한 연구 ·······························176

  이다솜, 윤진호
  광주과학기술원



- 160 -

20세기 아문젠 해 저기압 활동의 통계적인 복원

임창규1,2, 김주홍1, 김성중1, 이광목2

1극지연구소
2경북대학교 천문대기과학과

1. 서론

아문젠 해 저기압(Amundsen Sea Low,

ASL)이란 170E ~ 298E, 80S ~ 60S 영역에 존

재하는 기후 저기압 시스템으로 이 지역의 저

기압은 남반구의 그 어느 지역보다 변동성이

크고, 서남극 지역기후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많은 연구들에 의해 알려져 있다(J.S

Hosking, 2012). (J. Turner et al. 2016)에 의

하면 ASL은 meridional wind에 영향을 주어

남극반도의 온난화에 기여하며, 벨링스하우젠

해(로스 해) 지역의 해빙감소(증가)와 관련성이

있다.

(J.Turner et al., 2016)의 최근 서남극

기후 보고에 의하면, 남극반도 지역은 온

난화 경향을 보이고, 벨링스하우젠 해와

로스 해 지역은 해빙 감소/증가 경향을 보

이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J. Turner et

al., 2016)은 재분석 자료를 이용하여

1979~2013년 기간 동안 아문젠해 지역의

MSLP가 감소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

었고, (J. Scott. Hosking et al., 2015)는

CMIP5 앙상블 모델을 이용하여 미래에도

ASL은 꾸준히 강화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

다. 그러나 ASL이 아주 오래전부터 강화

되어 왔는지 또는 언제부터 이런 현상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해결해 줄 연구

는 부족하다. 재분석 자료가 있긴 하지만

과거 관측이 활발해지기 시작한 1958년 이

전에는 현장관측 자료가 거의 없었다. 그

래서 이시기의 재분석자료는 자료동화가

없고 순수 모델의 결과에만 의존 하므로

큰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또한 재분석자료

들의 scheme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 재분석자료를 가지고 앙상블

을 구축하여 분석하는 것이 올바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CRUTEM4, HadSLP2, HadSST3, proxy data

등 과거 100년간 가용 가능한 관측기반격자 자

료들을 이용해 통계모델을 구성하여 20세기

ASL의 활동(강도,위치)을 통계적으로 복원하

는 것을 연구의 목표로 하고 있다.

2. 자료 및 분석

2.1 관측자료

1900년부터 2000년까지 100년간 가용 가능한

관측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MetOffice

Hadley Center에서 제공해주는 CRUTEM4,

HadSST3, HadSLP2 자료를 사용하였다. 각

자료들은 지상관측 자료를 기반으로 5°x5° 격

자로 생성되었으며, 1850년부터 현재까지 업데

이트 되고 있다.

2.2 재분석자료

ASL은 중심기압, 위도, 경도 3가지 항목으로

index가 존재한다. BAS(British Antarctic

Survey)에서는 ERA-Interim 재분석장을 이용

하여 이 index를 계산하여 제공하고 있다. 각

재분석장에는 모델의 특성에 따라 서로간의 차

이가 있어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그래서 본 연

구에서는 ERA20C, ERA-40, JRA55,

NCEP-20C, NCEP reanalysis 1을 이용하여

최대한 많은 재분석장으로 index를 구한 후 많

은 통계모델을 구성하는데 이용하고자 한다.

2.3 분석방법

ASL은 계절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 자

료들을 DJF, MAM, JJA, SON으로 계절 평균

을 하였다. 장기간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1958년 2000년 기간 중 각 격자마다 자료가 전



- 161 -

체 기간의 90% 이상 존재하는 격자를 선택하

였다. 선택된 각 재분석 자료의 격자와 ASL의

중심기압과 상관관계를 수행 후 5개의 상관맵

을 평균하여 하나의 상관맵을 생성하였다. 여

기서 다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격자를 선택 후

그 격자를 중심으로 예측변수선택 영역을 지정

하였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선택된 예측변수

선택 영역에서 상관관계가 0.1이상 되는 격자

만 공간평균하여 예측변수 선택 영역의 대표

값을 계산하였다. Fig. 1은 최종적으로 선택된

각 변수에 대한 예측변수 선택 영역을 보여준

다. DJF 시즌을 기준으로 SST는 6개, SAT는

4개, SLP는 3개의 독립적인 예측변수 영역들

이 선택 되었다. 또한, 각 독립적인 예측변수들

은 각각의 조합을 통해 새로운 변수들을 생성

하였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선택된 43개의 여

러 변수의 후보들을 가지고 stepwise

regression 방법을 이용하여 통계모델을 구성

하였다.

1

3

4
2

2

1

3

Fig. 1. Predictor selection domain,

SST(top), SAT(mid), SLP(bot)

3. 결과

우선 JRA55 재분석장에서 생성된 ASL index

를 이용하여 DJF 시즌에 대해서 통계모델을

구성하여 ASL index를 복원해 보았다. 통계모

델과 JRA55에서 생성된 ASL 중심기압은

model training 기간에서 약 0.8의 상관도를 보

였고 중심기압의 감소경향 또한 잘 표현하였다

(Fig. 2).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ASL은 계

절적 특성이 강하고, 같은 변수라 할지라도 재

분석자료마다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추가적

인 계절적 분석과 많은 재분석 자료로 통계모

델을 구성하여 추가적인 실험을 하는 것이 필

요하다.

Fig. 2. ASL index(P) by statistical model(red line)

and JRA55 reanalysis data(blue line) during DJ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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