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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해에서 다중위성 자료를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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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Recently, global climate change has caused a catastrophic event in the Arctic Ocean, directly
and indirectly. The air-sea interaction has caused the significant sea-ice reduction in the Arctic Ocean,
and has been accelerating the Arctic warming. Many scientists are worried about the Arctic environment
change, suggesting that many of anomalous events will produce direct or indirect biophysical effects on
the Arctic. The aim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inter-annual variability of the Arctic Ocean in wide-
view using multi-satellite-derived measurements. Sea surface temperature (SST) and sea ice concentration
(SIC) data were obtained from Optimum Interpolation Sea Surface Temperature (OISST) and ECMWF
ERA-Interim, respectively. Chlorophyll-a concentration (CHL) was obtained from Sea-Viewing Wide
Field-of-View Sensor (SeaWiFS) and Aqua sensor from MODerate 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
(MODIS-Aqua) sensor which has continuously observed since 1998. From 1998 to 2016 summer in the
Arctic Ocean which was defined as regions over 60°N in this study, there were three consequences that
CHL increase (0.15 mg m-3 decade-1), SST warming (0.43°C decade-1) and SIC decrease (-5.37% decade-1).
While SST and SIC highly correlated each other (r = -0.76), a relationship between CHL and SIC was
very low (r = ± 0.1) because of data limitations. And a relationship between CHL and SST shows
meaningful results (r = ± 0.66) with regional differences.
Key Words : Arctic Ocean, Sea Ice, Sea Surface Temperature, Chlorophyll-a, Interannual Change

요약 : 최근 전지구적인 기후변화가 직/간접적으로 북극환경에 큰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해양-대기의 상

호적인 피드백 작용은 최근 막대한 양의 해빙면적 감소를 초래했으며, 북극 온난화 현상을 가속시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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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북극해는 열악한 광 조건과 수온의 환경에도 불구하

고 비교적 안정된 생산성을 보이며 다양한 군집의 생물

들이 환경을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Nelson et al., 1987;

Smith 1987; Gosselin et al., 1997; Mock andGradinger, 1999)

저층수 형성으로 열염순환을 발생시켜(Aagaard et al.,

1985; Peterson et al., 2006; Goose et al., 2007; Münchow et

al., 2007) 전지구적인 열 분배 작용과 같은 중추적인 역

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북극의 해

양환경변화는 해양뿐만 아니라, 해양-대기 상호작용을

비롯한 포괄적인 연구가 진행되어 있다(Mysak et al.,

1998; Gascard et al., 2008; Zhang et al., 2013; Vihma, 2014).

최근 연구에 따르면, 지난 40년간 북극의 해빙은 꾸준히

감소해왔으며 2007년과 2012년에 최저를 기록했다(Kay

et al., 2008; Parkinson and Comiso, 2013). 해빙 감소의 주

된 요인은 해빙의 융해로 넓어진 개빙 해역으로부터의

수증기 방출 증가와 이로 인한 하향장파복사의 증가라

는 원인과 (Wang and Key, 2005; Zuidema et al., 2005;

Francis and Hunter, 2006), 전 지구적인 기후 변화에 비

롯한 표층수온의 증가를 그 원인으로 제기하였다

(Shimada et al., 2006; Woodgate et al., 2006). 최근 Boé et

al.(2009)은 캐나다 분지에 염분 약층을 형성하는 여름철

태평양 수괴가 온난화로 인해 수온이 증가하고, 따뜻한

수괴가 베링해로 유입되면서 해빙 유동 및 열 교환을 증

가시켜 해빙생성을 방해한 것으로 1990년 말의 해빙 감

소를 규명한 바 있다. 따라서, 수온 증가 및 해빙 감소로

인한 개빙 면적의 증가(Comiso, 2003)와 그에 따른 증

발량의 증가(Belchansky et al., 2004), 저위도에서 비롯된

수분 이동(moisture transport)의 증가(Groves and Francis,

2002), 앞당겨진 융해 시기와 같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북극의 온난화 현상이 가속화된 것으로 보

인다.

해양-대기 인자 간 양의 피드백 작용을 하며 매년 기

록을 갱신하는 북극 온난화(Arctic warming) 현상은 해

양 환경을 급격하게 변화시키고 해양생태계의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Post et al., 2009; Doney et al., 2012). 기후변

화로 인해 북극해로 유입되는 담수가 증가하고

(Peterson et al., 2002), 해빙의 이동경로에 변화가 생기며

(Serreze et al., 2007), 내부파에 의해 염분 약층이 붕괴

(Rainville and Woodgate, 2009)하는 등, 북극의 일차 생산

성을 조절하는 인자들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10년

당 평균적으로 9-17일씩 증가하고 있는 개빙 기간

(Comiso, 2003; Belchansky et al., 2004)의 영향으로 북극

해 전체의 총 일차생산량은 1998년부터 2010년까지 꾸

준하게 증가하였다(Arrigo and van Dijken, 2011). Perrette

et al.(2011)은 개빙 시점이 빨라짐으로 인하여 북극해로

의 영양염 유입이 증가될 수 있는 잠재성에 대해서 조

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북극 해양의 물

리적 환경변화가 생태학적으로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

으며 정확한 규명이 필요하다.

1997년 이래 Sea-Viewing Wide Field-of-View Sensor

(SeaWiFS)의 운용으로 해색관측분야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해색위성 자료는 북극해양환경을 물리

적인 관점으로 분석하는데 많은 활용이 있었던 SSM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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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상들은 직/간접적으로 북극의 생-물리학적 상호관계에 영향을 주어 해양생태계에 많은 변화를 초

래할 것으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는 북극환경변화에 대해 물리-생물학적인 현상의 변화 및 인자간의 관계성

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북극의 환경변화를 조사하기 위해 SeaWiFS 및 MODIS-Aqua에

서 제공하는 클로로필 농도와 OISST의 표층수온, ECMWF ERA-Interim의 해빙농도 자료를 이용하였다.

연구기간은 1998년-2016년 여름이며 조사해역은 북위 60° 이상의 해역으로 제한하였다. 전체적으로 클로로

필의 증가(0.15 mg m-3 decade-1), 표층수온의 상승(0.43°C decade-1), 해빙농도의 감소(-5.37% decade-1)

를 보였으나 해역별로 차이를 나타냈다. 이들 인자간 상관성 분석에서 표층수온과 해빙농도간의 상관성은

전 해역에 걸쳐 강한 음의 상관관계(r=-0.76)를 보인 반면, 클로로필과 해빙농도의 관계는 자료의 한계성으

로 인해 전체적으로 낮은 상관성(r=±0.1)을 나타내었다. 또한 표층수온과 클로로필의 상관성은 해역에 따

라 편차를 보이나 약 ±0.6의 상관성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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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 SSM/I, THIR 등의 센서와 나란히 장기간의 생태

학적 변화를 분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Arrigo

and van Dijken, 2004; Pabi et al., 2008; Arrigo and van

Dijken, 2015). SeaWiFS와 더불어 Aqua위성에 탑재되어

2002년부터 운용되고 있는 MODerate 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 (MODIS) 해색센서와 연계하여 19년

간의 연속적인 클로로필 자료를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

초봄의 개빙 시점 및 늦가을 해빙발달시점에 종속적으

로 반응하는 클로로필 번성(Labiosa et al., 2003; Perrette et

al., 2011)은 기후변화로 인해 21세기 말 완전히 해빙이

소멸될 수 있는 현 시점(Hu et al., 2016)에서 계절적 변화

보다는 경년 변화의 분석이 필요하다. 그리고 북극의 온

난화로 인한 해빙 감소 및 수온의 증가(Cavalieri, 2003;

Rigor andWallace, 2004; Steel et al., 2008; Lindsay et al., 2009;

Shibata et al., 2010)는 지역별로 상이한 변화를 보였기 때

문에(Bader, 2014; Ding et al., 2014), 동시다발적으로 광역

의 해역에서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색위성의 활용

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북극해양환경의 장기 변동성을 이해

하기 위해 첫째, 북극해 주변 해역의 표층수온 및 해빙

변화의 경향을 분석하고, 둘째, 최근 19년간의 클로로필

의 시공간적 변동을 분석하여 어떤 상호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고자 한다.

2. 재료 및 방법

1) 클로로필 농도(Chlorophyll-a concentration, CHL)

SeaWiFS와 MODIS-Aqua의 반사도 (remote-sensing

reflectance) 자료를 이용하여 최신 알고리즘인 OC4v6와

OC3v6를 적용하여 클로로필 농도를 계산하였다

(O’Reilly et al., 1998; Arrigo and van Dijken, 2011). 두 자료

를 연속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SeaWiFS 자료는 1998-

2008년, MODIS-Aqua자료는 2003-2016년의자료를사용

했고, 중복기간(2003-2008년)은 산술 평균했다(IOCCG,

2004 & 2007). 사용된 자료의 시간해상도는 8일이며 공

간해상도는 9 km이다. 북극권에서의 태양고도각은 겨

울에 가장 낮아지며 북극점 주위에는 도달하지 않아 해

색 센서의 관측은 계절적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본 연

구에서는 최대한 넓은 영역을 조사하기 위해 태양고도

각이 제일 높은 여름(6월, 7월, 8월)의 자료를 사용했다.

2) 표층수온(Sea surface temperature, SST)

표층수온자료는근적외선밴드를이용하여관측하는

과정에서 구름 및 해빙에 의해 자료 손실이 발생하여, 장

기 변동을 분석하기 어렵기에 본 연구에서는 NOAA에

서 제공하는 다중 플랫폼(위성, 선박, 부이)으로부터 관

측된 자료로 재구성된 Optimum Interpolation Sea Surface

Temperature(OISST, https://www.ncdc.noaa.gov/oisst)를

사용했다. 공간과 시간해상도는 각각 25 km와 일 자료

이며, 클로로필 자료의 사용기간과 동일한 1998년-2016

년 6월, 7월, 8월의 자료를 계절 평균하여 사용했다.

3) 해빙농도(Sea ice concentration, SIC)

해빙의 변화는 European Center for Medium range

Weather Forecasting (ECMWF)의 ERA-Interim 재분석자

료인 해빙농도(sea ice concentration, SIC) 자료를 이용하

였다(http://apps.ecmwf.int). ERA-Interim의 해빙농도

자료는 직접적인 관측을 수행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산

출된 해빙을 병합하여 산출한다. 기간에 따라 ERA-

Interim의 이전 버전인 ERA-40, National Centers for

Environmental Prediction (NCEP)의 Real-Time Global

SST (RTG), Operational Sea Surface Temperature and Sea

Ice Analysis (OSTIA)를입력자료로사용하며, 하루 1회갱

신되는 배경장에서 4차원 변분법 기반의 자료동화를 통

해 해빙농도가 계산된다(Dee et al., 2011). 자료는 1979년

이후로 현재까지 제공되고 있으며 단위 픽셀 영역 내에

해빙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로써 0에서 1사이(0~100%)

의 값을 가진다. 0.125°의 공간해상도와 일별 시간해상

도로 취득한 자료에서 해빙농도가 15% 이상인 해역의

총 면적을 합산하여 해빙면적(sea ice extent)을 계산했다

(Jay et al., 2002).

4) 해역 분류

북극주변해역은 특히 유라시아, 아메리카 대륙이 만

나는 접경지이며 태평양과 대서양의 수괴가 혼합되는

구역이다. 따라서 해역별 해양 특성에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장기적 환경 변화도 다르기 때문에, 해역의 클로

로필 및 표층수온 자료를 바탕으로 수괴를 분류하여 해

북극해에서 다중위성 자료를 이용한 표층수온, 해빙농도 및 클로로필의 장기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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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별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시간에 따른 변화를 분석

하기 위한 목적에 따라 전 기간의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K-means

클러스터링을 통한 해역 분류를 수행했다. 유사한 표층

수온 및 클로로필 특성을 지닌 해역 간의 구분은 공간

적 평균의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구름 및 해빙에 의한 결

측 자료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해역 구분의 과정은 두 단계로 수행되었다. 첫 번째

로 National Snow and Ice Data Center(NSIDC)에서 객관

적으로 해역을 분류한 영역을 적용한다. 영역은 총 14개

의 해역으로 구분되고 연구 해역에 해당되는 해역은 허

드슨 만(Hudson Bay), 배핀 만(Baffin Bay), 동그린란드

해(East Greenland Sea), 바렌츠 해(Barents Sea), 카라 해

(Kara Sea), 랍테프 해(Laptev Sea), 척치 해(Chukchi Sea),

캐나다 군도(Canadian Islands)이다. 중앙 북극해는 상당

기간 해빙으로 덮여있는 구역으로 클로로필 자료 획득

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제외되었고, 북위

60° 이하의 해역을 포함하는 베링 해 및 오호츠크 해도

제외되었다. 추가적으로 구역별 해당하는 클로로필 자

료의 결측률이 35% 이상일 경우 사용될 수 없다고 판단

하여 보퍼트 해(Beaufort Sea)와 동시베리아 해(East

Siberian Sea)의 일부 해역이 제외되었다. 두 번째로, 선

택된 해역의 클로로필 농도와 표층수온의 1998년부터

2016년 여름철 평균값을 산출한 뒤 K-means 클러스터

링을 수행하였다. 클러스터의 개수는 클러스터링의 검

증 척도를 바탕으로 최적화되었다. 검증 척도는 오차제

곱합(Sum of squares error, SSE)을 이용하여 클러스터 내

의 오차제곱합의 값이 최소가 되는 클러스터 개수를 결

정할 수 있도록 클러스터 중심 위치를 수정하였다.

3. 결과 및 토의

1) 해역 분류 결과

K-means 클러스터링 결과에서 오차제곱합이 최소가

되는 클러스터를 이용하여 4개의 해역으로 구분했다

(Fig. 1). 구분된 네 해역은 각각 동그린란드 해와 바렌츠

해로 이루어진 C1, 허드슨 만과 배핀 만을 포함하는 C2,

보퍼트 해와 척치 해가 포함된 C3, 그리고 랍테프 해와

카라 해로 이루어진 C4이다.

대서양과 연결되는 C1 해역(Fig. 1, 청색)은 동그린란

드 해를 비롯하여 바렌츠 해까지 연결된 해역으로 평균

클로로필이 0.88±0.42 mg m-3이고, 표층수온은 4.38±

0.78°C로 세 해역에 비하여 가장 높은 수온을 나타냈다.

해빙농도의 경우 다른 해역에 비하여 가장 낮은 수준인

10.07±5.15%를 기록했다. 이는 북대서양 해류(North

Atlantic Current)에서시작하여노르웨이해류(Norwegian

Current)를 연결하여 들어오는 상대적으로 온난한 난류

에 의하여 공급되는 열로 인해 해빙 생성에 제한되기 때

문이다(Pavlov et al., 1996; Loeng et al. 1997). 또한 북쪽으

로 흐르는 표층 해양순환의 종착지로 심층 해류가 생성

되는 해역이므로 표층의 해양 수괴가 가지고 있는 영양

염이 대부분 고갈된 상태로 도달하기 때문에 일차생산

성이 상당히 낮다(Carmack et al., 1997; Jones et al., 1998;

Macdonald et al., 1998).

Fig. 1 청록색 영역에 해당하는 C2 해역은 허드슨 만

과 배핀 만을 포함하는 해역으로 그린란드 서쪽에 여러

개의 섬들이 포함되어 있는 복잡한 해역으로 존스 해협

(Jones Sound), 랑캐스터 해협(Lancaster Sound) 및 네어

스 해협(Nares Strait)과 같은 좁은 해협을 통해 북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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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our sectors (C1~C4) defined by k-means clustering.
The mean values of chlorophyll-a concentration (CHL),
sea surface temperature (SST) and sea ice concentration
(SIC) from 1998 to 2016 were shown in boxes near
regions that indicate each sectors.

01김현아(901~915)(Fig.1~5)ok.qxp_원격탐사  2018. 1. 4.  오전 11:32  페이지 904



연결되어 있다(BeszczynskA-Möller et al., 2011). 또한 난

수성인 서그린란드 해류가 유입되는 해역으로 C1 해역

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지만 따뜻한 해수가 유입된다

(Stein, 2006; Myers et al., 2007; Holland et al., 2008). 결과적

으로 이 해역은 C1 해역 다음으로 평균 표층수온이 높

게 나타나고(2.85±0.87°C), 전반적으로 낮은 해빙농도

(18.07±7.72%)를 보였다. 클로로필은 0.71±0.24 mg m-3

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C3 해역은(Fig. 1 노란색) 태평양에서 유입되는 길목

에 위치한 해역으로 척치 해, 보퍼트 해를 비롯하여 동

시베리안 해와 캐나다 군도 일부를 포함하는 해역이다.

이 해역의 가장 큰 특징은 가장 낮은 표층 수온(0.54±

0.67°C)과 가장 높은 해빙농도(51.27±12.95%)이다. 따

라서 가장 낮은 클로로필(0.62±0.23 mg m-3)은 낮은 수

온에 의해 해빙의 융해가 상대적으로 더디기 때문에 대

기 상으로 노출되는 해역이 좁아 식물플랑크톤의 빛 사

용성이 제한된 결과로 판단된다(Hegseth 1998; Pabi et al.,

2008; Perrette et al., 2011).

마지막으로 Fig. 1 적색 영역에 해당하는 C4 해역은

랍테프 해와 카라 해를 포함하는 해역으로 이들 해역은

낮은 표층수온(0.59±0.98°C)과 높은 해빙농도(45.28±

18.27%)에도 불구하고 높은 클로로필(2.66±1.50 mg m-3)

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카라 해로 유입되는 오브 강(Ob

River)을 포함하여 랍테프 해의 레나 강(Lena River), 올

레뇨크 강(Olenyok River)과 같은 하천의 유입이 많은

해역으로, 하천에서 유입되는 영양염의 영향이 미친 것

으로 사료된다(Matthiessen et al., 2000; Meon and Amon,

2004).

2) 북극해 물리-생태학적 환경 요인의 변동성

1998년부터 2016년의 표층수온은 평균적으로 약 5°C

이하의 차가운 수괴로 이루어져 있다(Fig. 2(a)). 이전에

설명된 것처럼 태평양을 통해 유입되는 해류의 수온보

다 대서양을 통해 들어오는 해류의 수온이 상대적으로

따뜻하기 때문에(Carmack et al., 2015) 10°C 이상의 높은

수온으로 이루어진 북방한계선은 북위 70°의 노르웨이

해까지 도달하고 있지만, 베링 해(서경 170°)에서는 수

북극해에서 다중위성 자료를 이용한 표층수온, 해빙농도 및 클로로필의 장기 변화

– 905 –

Fig. 2.  1998-2016 mean distributions of (a) sea surface temperature (SST), (c) sea ice concentration (SIC) and (e)
chlorophyll-a concentration (CHL) in summer and linear trends in decade for (b) SST, (d) SIC and (f) C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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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이 낮게 나타난다. 이는 결국 북극해로 들어오는 열

적 유입이 태평양보다는 대서양에서 크고, 이것이 북극

해 내부의 해빙 분포의 불균형을 만들어 내는 결과이다

(Holland et al., 2006a). 지난 19년간 표층수온의 변동 경

향은 평균적으로 0.43°C decade-1로 증가양상을 보이는

데(Table 1), 카라 해(동경 90° 부근)에서 그 경향이 가장

높고(1.30°C decade-1), 알래스카 연안을 따라 1°C decade-1

이상의 속도로 크게 변화했다(Fig. 2(b)). 대부분의 해역

에서 표층수온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그린란드

해의 일부 해역(서경 0-30°, 북위 80°)은 약한 감소 경향

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감소 경향은 그린란드의 남동

해역에 위치한 다수의 피요르드 (Heheim, Ikersuaq,

Pikiutdleq 등)로부터 녹은 빙하에 의한 결과로서 보인다

(Andresen et al., 2011).

최근 북대서양 해류의 수온상승은 빙하의 급속한 감

소와 연관되어 있고(McLaughlin et al., 1996; Swift et al.,

1997; Schauer et al., 2004; Holland et al., 2006b), 그린란드

의 남동해역에 위치한 피요르드는 그 중에서도 감소량

이 특히 많은 해역에 속한다(Abdalati et al., 2001). 북극의

암흑 기간인 겨울철에는 식물성 플랑크톤의 광합성이

불가능한 반면, 태양광이 충분한 여름철의 해빙면적은

태양광에 노출되는 개빙면적을 직접적으로 조절하는

요인으로써 식물성 플랑크톤의 번식과 직접적인 관계

가 있다(Smith 1995; Pabi et al., 2008; Arrigo and vanDijken,

2011; Barber et al., 2015). 대부분의 해빙은 그린란드 쪽에

치우쳐 형성되고 이를 중심으로 태평양 방향으로는 완

만한 구배를, 대서양 방향으로 급격한 구배를 나타내고

있다(Fig. 2(c)). 이는 평균값과 비교했을 때 표층수온 분

포와 유사하다. 전 해역의 평균적인 해빙농도는 39.25±

5.56%이고, 동시베리아 해와 보퍼트 해가 각각 65.79%,

61.33%으로 가장 높았으며, 환산된 해빙면적 값 또한

각각 758,000 km2와 634,000 km2로 해빙이 가장 넓게 분

포되어 있었다. 바렌츠 해는 평균 해빙농도 값(5.95%)이

제일 낮았고, 감소경향이 타 지역에 비해 높진 않으나

(-6.15% decade-1) 상대적 변화율(변화량/초기값*100)은

-96.39%로 1998년 해빙농도 값과 비교했을 때 거의 소

멸에 가까운 결과를 나타냈다(Fig. 2(d), Table 1). 다음으

로 높은 상대적 변화율(-71.91%)을 보이는 해역은 카라

해이며, 절대적 변화율 또한 -22.97% decade-1로 상당히

높았다. 카라 해와 바렌츠 해의 해빙면적 감소율은 약

-210,000 km2 decade-1와 187,000 km2 decade-1로 환산되

었다.

북극해 클로로필은 봄철 해빙이 녹는 시기(Perrette et

al., 2011) 및선호되는광/영양염조건(Hill andCota, 2005)

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년에 한 두 차례의 대번성 시

기를 갖는다(Arrigo and van Dijken, 2004). 계절적 대번성

이 발생하는 시기와 해역을 구분하면, 5월에 대번성이

발생하는 해역은 그린란드 해, 바렌츠 해, 척치 해, 배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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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ean values, decadal trend and relative changes for 19 years (study period) and linear trend of chlorophyll-a concentration,
sea surface temperature and sea ice concentration. The standard deviations are shown as S.D.

Region Longitude

Sea surface temperature Sea ice concentration Chlorophyll-a concentration
Mean 
(S.D.), 
°C

Trend, 
°C 

decade-1

Mean 
(S.D.), 
%

Trend, 
% 

decade-1
%, 
19 yr-1

Mean 
(S.D.), 
mg m-3

Trend, 
mg m-3
decade-1

%, 
19 yr-1

Total . 2.01 (±0.78) 0.43 39.25 (±5.56)0 -5.37 -21.92 1.63 (±0.74) 0.15 17.40
Hudson Bay 80°W 2.61 (±0.76) 0.15 22.52 (±8.89)0 -4.02 -27.71 0.84 (±0.23) 0.03 7.77
Baffin Bay 50°W 2.95 (±0.91) 0.79 16.29 (±7.26)0 -4.16 -37.35 0.66 (±0.24) 0.00 -1.23
East Greenland Sea 20°W 4.76 (±0.65) 0.19 13.33 (±4.51)0 -1.08 -13.59 0.86 (±0.43) 0.15 36.03
Barents Sea 40°E 4.00 (±0.90) 0.82 5.95 (±5.97)0 -6.15 -96.39 0.91 (±0.40) 0.12 27.21
Kara Sea 90°E 1.01 (±1.11) 1.30 36.82 (±18.88) -22.97 -71.91 2.69 (±1.48) -0.07 -4.74
Laptev Sea 120°E -0.09 (±0.77) 0.35 54.85 (±17.59) -14.16 -37.71 2.64 (±1.52) 0.38 29.63
East Siberian Sea 160°E -0.48 (±0.58) 0.02 65.79 (±13.97) -14.11 -32.35 1.46 (±0.73) 0.29 42.68
Chukchi Sea 160°W 0.74 (±0.72) 0.14 49.78 (±12.34) -13.99 -40.38 0.62 (±0.24) 0.04 12.56
Beafort Sea 135°W 0.05 (±0.77) 0.13 61.33 (±16.65) -15.83 -37.70 0.65 (±0.29) -0.09 -22.94
Canadian Island 110°W 0.15 (±0.56) 0.14 53.73 (±13.97) -10.33 -29.50 0.62 (±0.22) -0.03 -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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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등이고, 6월에는 보퍼트 해, 시베리아 해, 카라 해, 그

리고 7월에는 랍테프 해에서 나타나며 해역별로 대번

성 발생 시기에 차이가 있다(Arrigo and vanDijken, 2011).

본 연구는 북극해를 대상으로 하는 위성 관측이 비교적

수월한 여름을 대상으로 수행 되었기 때문에 계절적 대

번성은 고려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북극주변해의 클

로로필은 대부분 연안을 따라 높게 나타나고(Fig. 2(e)),

유라시아 연근해인 동시베리아 해, 랍테프 해, 카라 해

와 아이슬란드 부근의 동그린란드 해에 높게 분포한다.

특히 강의 유입이 많은 유라시아 대륙을 따라 높게 형

성되며(Lammers et al., 2001; McClelland et al., 2004), 대서

양으로부터 유입되는 해류에 의해 높은 클로로필 농도

를 갖는 수괴는 아이슬란드를 기준으로 갈라지는 특징

을 나타냈다. 보퍼트 해, 척치 해는 해빙의 영향(Fig. 2(c))

으로 다소 낮은 클로로필을 나타내었다(Fig. 2(e)). 북극

에서 수온이 증가하고 해빙면적이 감소하는 북극주변

해의 물리적 환경 변화 속에서 클로로필은 장기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클로로필의 선형적인 경향성은 증가 추

세를 보이며(평균 0.15 mg m-3 decade-1, Table 1), 상대적

변화율로 약 17.40%의 증가를 보였다. 가장 높은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해역은 랍테프 해와 동시베리아

해로 각각 0.38, 0.29 mg m-3 decade-1의 경향을 나타내며

(Table 1, Fig. 2(f)) 해당 해역의 초기 클로로필 값에 대해

상대적으로 약 29.63%, 42.68%씩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일부해역에서는감소하는경향을가지는데대표

적인 해역은 카라 해와 보퍼트 해의 맥켄지 만(Mackenzie

Bay, 서경 136°) 부근이다(Fig. 2(f)).

3) 클로로필 변동과 연관된 표층수온과 해빙농도의

경년 변화

클로로필의 변화와 상반된 변화를 보이는 해역의 표

층수온 및 해빙농도간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클로

로필의 변동 추세가 증가 및 감소하는 해역의 공간 평균

을 수행하고 시계열 자료로 나타냈다(Fig. 3) 클로로필이

증가추세를나타내는해역의전체면적은 6,900,000 km2

이고, 감소경향의 해역은 3,700,000 km2으로, 증가경향

을 보이는 해역의 면적이 감소경향을 나타내는 해역에

비해 약 1.87배 크고 연구 해역 전체면적의 약 65%를 차

지하며 증가 추세가 비교적 강하게 나타났다(Fig. 3(a)).

클로로필의 감소 경향은 증가하는 경향에 비해 상당히

가파르게 변화하지만 앞에서 언급했던 일부 해역(카라

해, 보퍼트의 맥켄지 만 부근)에서 나타나므로 전체 경

향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표층수온은 북극 주변해에서 평균적으로 약 0.43°C

decade-1의 속도로 증가하는 경향이 뚜렷하며(Table 1,

Fig. 3(b)) 전 해역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다. Perovich et al.

(2008)과 Shibata et al.(2010)에 의해 보고된 바와 같이

2007년에표층수온이상대적으로높게상승하였고, 이와

북극해에서 다중위성 자료를 이용한 표층수온, 해빙농도 및 클로로필의 장기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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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patial mean values of (a) chlorophyll-a concentration (CHL), (b) sea surface temperature (SST) and (c) sea ice concentration
(SIC) in summer. Two regions were spatially classified with trends of CHL in increasing (red) and decreasing (blue). Total
region is drawn with black line and vertical dotted line indicates the year of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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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2016년에 최대 표층수온을 새로이 갱신하였다

(Fig. 3(b)). 표층수온의 상승은 해빙의 녹음과 밀접한 관

련이 있는데, 표층수온 이상을 보인 2007년 이전부터 이

미 상당한 양의 태양에너지 흡수(solar energy absorption)

가 발생해 2003년부터 해빙이 감소되어 왔다고 보고되

었다(Steele et al., 2008).

해빙농도는 전 해역에 걸쳐 감소하는 경향이 뚜렷하

다(Fig. 3(c)). 지난 40년간, 2007년과 2012년에 해빙면적

이 최저를 기록한 이래로(Kay et al., 2008; Parkinson and

Comiso, 2013) 본 연구에서 2016년까지의 자료를 합산

하여 계산한 결과, 해빙면적이 2012년에 가장 최저를 나

타냈다(Fig. 3(c)). 해빙농도는 1998년부터 2016년에 걸쳐

약 -5.37% decade-1의 속도로 감소하고 있으며 19년간의

상대적 변화율은 -21.92%이다(Table 1). 이를 해빙면적

으로 환산한 결과 약 -1,200,000 km2 decade-1의 감소로 계

산 되고, 상대적 변화율은 해빙농도의 변화율과 유사한

-19.27 %였다. 해빙농도가 2007년 잠시 급증한 사례는

2007년 증가한 표층수온과 맞물려 해빙 또한 급격히 녹

아 내리고, 후의 반동효과로써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4) 해역별 환경변화 특성

Fig. 4는 클러스터링을 통해 분류된 해역별 전체 평균

클로로필 농도(Fig. 4(a)), 표층수온(Fig. 4(b)) 그리고 해빙

농도(Fig. 4(c))의 시계열 자료이다. C4의 클로로필 농도

변화는 다른 해역에 비해 변동성이 크고 절대적인 농도

도 높은데(Fig. 4(a)), 이는 랍테프 해와 카라 해를 포함하

는 해역인 C4가 카라 해로 유입되는 오브 강(Ob River)

을 포함하여 랍테프 해의 레나 강(Lena River), 올레뇨크

강(Olenyok River)과 같은 하천의 유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Matthiessen et al., 2000; Meon and

Amon, 2004). 그리고 Arrigo and van Dijken (2011)은 6월

에 보퍼트 해, 시베리아 해, 카라 해, 그리고 7월 랍테프

해에서 클로로필 번성이 나타난다고 보고한 바 있으며,

6-8월의 클로로필 자료를 사용한 본 연구에서는 카라

해와 랍테프 해의 클로로필 대번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

어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C2와 C3은 각각 0.71 mg m-3

과 0.62 mg m-3의 클로로필 농도를 나타내고, C1의 클로

로필 농도는 C2, C3 구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0.88

mg m-3이다. 동그린란드 해와 바렌츠 해를 포함하는 C1

은 평균적인 해빙농도 수준이 10.07±5.15%로 다른 해

역에 비하여 가장 낮다. 이는 C1이 하천수의 유입이 많

은 C4를 제외한 다른 해역에 비하여 수온이 높고 해빙농

도가 낮은 점으로부터 클로로필이 상대적으로 더 번성

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장기

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C2와 C3은 0.01 mg m-3 decade-1로

미미한 변화를 보이나, C1과 C4에서 상당한 증가패턴

을 보였으며 변화율은 각각 0.14 mg m-3 decade-1과 0.15

mg m-3 decade-1였고 상대적 변화율은 각각 31.93%와

10.73%이다.

표층수온은 모든 해역에 걸쳐 공통적으로 수온이 증

가하는 경향이 뚜렷하며 해역간 수온 편차가 크게 나타

났다(Fig. 4b). 전체기간평균적인표층수온은C1(4.38°C),

C2(2.85°C), C4(0.59°C), C3(0.54°C) 순서로 높았다. 대서

양 북단에 위치한 C1 해역은 전 지구 해양심층순환의

심장 역할을 하는 대서양심층수가 만들어지는 Atlantic

Meridional Overturning Circulation 해역에 걸쳐 있고

(Zhang 2008; Lohmann et al., 2009; Li et al., 2012; Robson et

al., 2012), 대서양으로부터 고온-고염의 수괴가 유입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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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patial and temporal mean values of (a) chlorophyll-a
concentration (CHL), (b) sea surface temperature (SST)
and (c) sea ice concentration (SIC) in four clusters. C1
(blue), C2 (cyan), C3 (yellow) and C4 (red) represent
each clusters and error bar determines normalized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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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온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C2

와 C4는 19년 동안 표층수온이 약 1.16°C, 1.84°C 상승

했고, C1 해역은 0.97°C, C3은 0.27°C로 상대적으로 더

딘 증가패턴을 보였다. 해빙농도는 전 해역에 걸쳐 지

속적으로 감소했다. C3과 C4 해역은 다른 두 해역에 비

해 높은 초기 해빙농도 값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각각

-12.61% decade-1와 -18.84% decade-1의 빠른 감소를 보

였고, 상대적 변화율은 -36.25%, -54.48%이었다. 반면, 해

역 C1과 C2는 기존 농도 값이 다소 작았기 때문에, 비교

적 더딘 속도로 감소하였음에도 (-3.32% decade-1, -4.12%

decade-1) 상대적 변화율은 -45.71%, -34.04%에 달하였다.

1998년부터 2016년까지 총 19년간의 클로로필, 표층

수온, 그리고 해빙농도 자료 간의 상호관계를 분석하였

다(Fig. 5). 첫째, 클로로필과 표층수온과의 관계는(Fig.

5(a)), 유럽북부의 바렌츠 해 및, 태평양으로 이어지는 베

링 해, 그린란드 배핀 만의 남부해역에서 평균적으로

0.66의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반대로 아이슬란드 남

동부, 바렌츠 해의 일부 해역과, 배핀 만의 북부해역에

서 -0.63의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처럼 표층수온의

변화가 북극주변해의 클로로필 번성에 영향을 주고 있

지만, 지역적으로는 서로 다른 관계를 나타냈다. 둘째,

표층수온과 해빙농도의 상관관계는 전반적으로 강한

음의 상관관계(r=-0.76)을 보였다(Fig. 5(b)). 많은 연구자

들의 보고에 의하면, 해빙의 융해의 주된 요인은 대기

중 수증기의 증가 및 온난 이류에 의한 것이지만 북극

표층수온의 증가는 전 지구적 대기순환의 영향이 큰 것

으로 추측된다(Wang and Key, 2005; Zuidema et al., 2005;

Francis and Hunter, 2006). 그러나 다른 연구에서는 표층

수온과 개빙면적의 증가가 오히려 해양에서 대기로 향

하는 열플럭스(Heat flux)를 증가시켜 공기 중의 하향장

북극해에서 다중위성 자료를 이용한 표층수온, 해빙농도 및 클로로필의 장기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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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a) chlorophyll-a concentration (CHL) and sea surface temperature (SST), (b) SST and sea
ice concentration (SIC), and (c) CHL and SIC, respectively. p-values less than 0.05 were illustrated with d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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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복사량 증가로 융해작용이 가속화됨을 보고했다

(Belchansky et al., 2004; Serreze et al., 2007). 따라서 단순히

표층수온과 해빙농도가 높은 상관성을 보였으나, 복합

적인 요인을 주고받는 북극해양환경을 고려하여 관계

성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클로로필과 해빙농도와의 관계를 Fig. 5(c)에 제시하였

다. 클로로필 농도는 해빙농도가 30% 이하인 해역에서

만 관측되고 약 ±0.1의 약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 같

은 자료의 한계성 때문에, 차후 해빙농도 자료 이외에

개빙기간, 개빙시점, 해빙두께 등과의 다양한 관점에서

의 접근이 필요하다.

4. 결 론

북극 온난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현재, 원격탐사

자료를 활용한 북극의 해양환경의 폭넓은 이해가 요구

된다. 본 연구에서는 클로로필 자료의 가용범위로 설정

된 1998년~2016년의여름동안위성및재분석자료로부

터 클로로필, 표층수온, 해빙 농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북극해에서 해양환경의 장기 변화를 전체적으로 분석

함과 동시에 객관적으로 분류된 해역별 환경특성 및 변

화 양상을 파악하였다. 주요 환경인자간 연구기간을 통

일하는 과정에 있어 분석 가능한 자료기간이 20년이 넘

지 않지만, 현존하는 최장기간의 해색 자료를 이용하여

북극의 생산성 변화와 연관된 클로로필의 장기 변화를

이해하고 결과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분석했다(0.15

mg m-3 decade-1). 그리고 북극의 물리적 해양환경 변화

와 어떤 상호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분석했다.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인 표층수온 및 해빙농도는 모든 해역

에 걸쳐 증가(0.43°C decade-1) 및 감소(-5.37% decade-1)함

으로써 북극 온난화 현상에 큰 우려를 끼치는 반면 오히

려 생물 생산성이 증가하는 환경으로 변해가고 있다. 인

자간 상관관계 분석에 있어 재분석자료인 표층수온과

해빙농도(r = -0.76), 그리고 표층수온과 클로로필(r = 

±0.66)의 관계성은 좋았으나, 클로로필과 해빙농도와

의 관계는 세부적인 비교가 어려운 관계로 상호 비교가

적합한 다양한 자료와의 분석이 요구된다. 북극해양에

대한 다수 과학자들의 관심이 증가하는 현재, 수치모델

및 재분석자료 등 다중플랫폼으로부터 산출된 풍속, 해

류, 대기온도 등과 같은 자료를 이용함으로써 좀 더 심

도 있는 연구가 가능하여 북극 해양환경 변화에 대한 포

괄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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