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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학습 기반의 IABP 부이 자료와 
AMSR2 위성영상을 이용한 여름철 북극 대기 온도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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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stimation of Arctic Air Temperature in Summer Based on Machine 
Learning Approaches Using IABP Buoy and AMSR2 Satellite Data

Daehyeon Han 1)·Young Jun Kim2)·Jungho Im 3)†·
Sanggyun Lee 4)·Yeonsu Lee5)·Hyun-cheol Kim 6)

Abstract: It is important to measure the Arctic surface air temperature because it plays a key-role in
the exchange of energy between the ocean, sea ice, and the atmosphere. Although in-situ observations
provide accurate measurements of air temperature, they are spatially limited to show the distribution of
Arctic surface air temperature. In this study, we proposed machine learning-based models to estimate
the Arctic surface air temperature in summer based on buoy data and Advanced Microwave Scanning
Radiometer 2 (AMSR2) satellite data. Two machine learning approaches-random forest (RF) and support
vector machine (SVM)-were used to estimate the air temperature twice a day according to AMSR2
observation time. Both RF and SVM showed R2 of 0.84-0.88 and RMSE of 1.31-1.53°C. The results
were compared to the surface air temperature and spatial distribution of the ERA-Interim reanalysis
data from the European Center for Medium-Range Weather Forecasts (ECMWF). They tended to
underestimate the Barents Sea, the Kara Sea, and the Baffin Bay region where no IABP buoy observations
exist. This study showed both possibility and limitations of the empirical estimation of Arctic surface
temperature using AMSR2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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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북극 대기 온도는 대기와 해양, 그리고 해빙의 상호

작용에큰영향을미치는중요한요소이며이는기후예

측및모델링등다양한연구의기본이된다. 특히, 기후

변화에따른지구온난화가진행됨에따라북극지역의

대기온도는저위도지역에비하여더욱민감하고빠르

게변화하고있기때문에보다중요한지표로간주되며

(Serrenze and Barry, 2011; Dodd et al., 2015), 지속적인관

측과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북극 대기 온도는 북

극 지역의 국지적 기후 특성(local climate characteristics)

을대표하는지표로활용할수있으며(Zhou et al., 2018),

지표면의에너지밸런스및복잡한물리적관계를규명

하는데 활용된다. 또한 북극 대기 온도는 북극의 복사

균형의변화가지구전체의변화보다두드러지는북극

증폭(arctic amplification)의 척도를 측정하는 주요 지표

로도 활용되고 있다(Francis and Vavrus, 2015; Cohen et

al., 2014, Serreze and Barry, 2011). 이러한북극의대기온

도를 관측하기 위하여 여러 국가 및 기관에서 지상 관

측소, 인공위성, 선박및부이등을운용하고있다.

지상 관측소의 경우 북극에 인접한 국가들이 알래

스카, 시베리아, 그린란드, 북부 캐나다 등지에 다양한

관측소를설치하여관측을수행하고있으며, 대표적으

로 미국 해양대기청(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OAA)에서 제공하는 전 세계 9,000여

개 이상의 관측소의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된Global

Surface Summary of the Day(GSOD)가있다(https://data.

noaa.gov/dataset/dataset/global-surface-summary-of-the-

day-gsod). 북극해상및해빙지역에서는부이를이용한

관측이 이뤄지며, 대표적으로 the International Arctic

Bouy Programme(IABP)에서 운영하는 표류 부이 자료

가있다. IABP에서는 1979년부터꾸준히대기온도, 대

기압, 해빙의 표류 및 속도에 대한 자료를 6-12시간 간

격으로 제공하고 있다(https://nsidc.org/data/G00791).

그중대기온도는 2 m높이에서덮개로보호된온도계

를통해관측되고있다.

인공위성관측자료는대표적으로미국항공우주국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NASA)의

Aqua 위성 탑재체인 Advanced Microwave Scanning

Radiometer - Earth Observing System(AMSR-E) 및 일본

항공우주국(Japan Aerospace Exploration Agency, JAXA)

의Global ChangeObservationMission 1st-Water(GCOM-

W1) 위성의 the AdvancedMicrowave Scanning Radiometer

2(AMSR2) 센서로부터전지구의육상지역에대하여매

일 획득 및 제공되는 최고 및 최저온도 자료가 있다

(https://nsidc.org/data/NSIDC-0451). 또한유럽중기예

보센터 (European Centre for Medium-Range Weather

Forecasts, ECMWF)에서 제공하는 ERA-Interim 및

NASA에서 제공하는 Modern-Era Retrospective analysis

for Research and Applications(MERRA) 등과 같이 다양

한 종류의 관측 자료를 자료 동화 및 수치해석 모델로

재가공한 대기 온도 재분석자료가 있다 . 이 외에 ,

National Snow & Ice Data Center(NSIDC)에서 NASA의

각종위성에서얻어지는자료를활용하여북극대기온

도의변화를시·공간적으로분석할수있도록제공하고

있다(http://nsidc.org/soac). 하지만, 널리 활용되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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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북극지역의대기온도는바다및해빙, 대기사이의에너지교환에큰역할을하므로북극대기온도를

정확하게파악하는것은중요하다. 하지만현장관측자료들은북극대기온도의공간적인분포를나타내는데

에한계가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부이(buoy) 자료와 Advanced Microwave Scanning Radiometer 2(AMSR2)

위성자료를 이용하여 기계학습 기반 여름철 대기 온도 추정 모델을 구축하였다. 기계학습으로는 random

forest(RF) 및 support vector machine(SVM)을 사용하였으며, AMSR2 관측 시간에 따라 하루 두 번의 대기 온도

를 추정하였다. 또한 추정된 대기 온도를 유럽 중기예보센터(European Centre for Medium-Range Weather

Forecasts, ECMWF)의 ERA-Interim 재분석자료의대기온도와공간분포를비교하였다. 교차검증결과두가

지기계학습기법모두 0.84-0.88의 R2및 1.31-1.53°C의 RMSE를보였다. 공간적인분포에서 IABP 부이관측자

료가존재하지않는바렌츠해(Barents Sea), 카라해(Kara Sea) 및배핀만(Baffin bay) 지역에서는기계학습모델이

ERA-Interim 대기온도에비하여과소추정하는경향을보였다. 본연구는경험적인북극대기온도추정의가

능성과한계점을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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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자료는 상대적으로 공간해상도가 낮으며 기초가

되는 관측자료가 대부분 육상 관측자료에 의존한다는

한계가있다.

지상관측소자료의경우넓은영역에비해상대적으

로 관측소 자체의 수가 많지 않고 그 관측 기록이 시간

적으로짧은특성을가지고있으며(Dodd et al., 2015) 지

상의대기온도에대한측정이이루어지기때문에해상

및 해빙지역의 대기 온도 자료가 없다. 또한 위성 관측

영상은북극지역에대하여꾸준하고연속적이며높은

공간해상도의확보를통한상세한관측이가능한장점

이 있지만(Merchant et al., 2013), 현재 제공되는 위성관

측기반 대기 온도 자료의 경우 일 최고 및 최저기온만

제공이되고있을뿐만아니라육상에대해서만제공이

되기때문에해상및해빙지역의대기온도를파악하는

데에는한계가있다(Du et al., 2017). 반면부이를이용한

실측자료의경우해상및해빙지역의대기온도(0.1°C미

만의 오차), 대기압 등의 자료를 정확히 알 수 있으며

(Rigor, 2002) 기존육지에초점이맞추어진관측자료의

한계를극복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북극의대기온도와관련된연구는꾸준히진행되어

왔지만대다수의연구는북극대기온도의과거패턴의

분석을 통한 기후 변화 및 북극의 환경 변화에 대한 연

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대기 온도 자체의 추정에

대한연구는상대적으로미흡한실정이다. 각지역의현

장관측자료를이용한연구도있지만, 대부분의연구는

광역적인분석이가능한 ERA-Interim 2 m대기온도와

같은 재분석자료나 Climatic Research Unit Temperature-

version 4(CRUTEM4) 및 HadCRUT4 등과 같은 수치 모

델자료를활용하고있다(Cowtan et al., 2014). 이러한연

구경향은상대적으로접근이제한된극지방의어려운

현장관측과더불어주기적으로수축과팽창을반복하

는해빙의특성상고정된위치에서의꾸준한관측의어

려움으로인하여재분석자료및수치모델에의존한연

구가진행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Dodd et al., 2015). 북

극의대기온도를추정하는연구는상대적으로많지않

은실정이며, 국내보다는국외에서주로이루어지고있다.

또한 수치·기후 모델을 활용한 추정 및 관측자료를 활

용한공간분포추정을활용한연구가주로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Zhou et al.(2018)은관측자료(태양복사

및 알베도)를 지역기후모델인 HIRHAM5 모델을 활용

하여북극지역의대기온도를추정한뒤GSOD관측소

자료및 ERA-Interim재분석자료와비교하여정확도를

분석하였다. 계절에 따른 대기 온도에 대한 모의가 잘

이루어졌으나, 지상관측소관측자료를활용했기때문

에실제북극해상및해빙지역의대기온도를추정하기

에는한계가있다. IABP부이자료를활용한북극대기

온도와관련된연구는관측자료분석을통한극지방의

기후변화탐지및재분석자료나기후모델과의비교를

통한정확도검증이있다. Rigor et al.(2000)은 1979년부

터 1997년사이의부이관측자료를바탕으로북극지역

의 꾸준한 기온상승을 관측하였고, Liu et al.(2008)은 북

극 해양에 대한 NCEP2 및 ERA40 재분석자료와 IABP

부이관측대기온도가전반적으로일치하는것을확인

하였으며 광역 기후 자료인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 the FourthAssessment Report(IPCC-AR4)

와 비교하여 차이 및 이유를 분석하였다. 하지만 해당

부이자료를이용하여해상및해빙지역에서의대기온

도를추정하는연구는활발하지않은상황이다.

앞서언급한한계점과관련하여본연구에서는해상

및 해빙지역의 대기 온도를 잘 반영할 수 있는 부이 관

측자료를이용하여위성기반대기온도를추정하였다.

높은시간해상도와구름에의한영향을최소화하기위

하여수동마이크로파센서인 AMSR2 자료를이용하여

위성 시간에 맞춰서 하루 두 차례의 대기 온도를 추정

하였다. 관측자료를이용한경험적인모델을만들기위

하여 기계학습 기법 중 random forest(RF) 및 support

vector machine(SVM)을 이용하였으며, 그 결과를 부이

의 대기 온도 관측값 및 ERA-Interim재분석자료의 대

기 온도와 비교 분석하였다. 나아가 추정된 대기 온도

분포를 ERA-Interim재분석자료와공간적으로비교및

분석하였다.

2. 연구지역및자료

1) 연구지역 및 IABP 부이 자료

본연구는북극의해상및해빙지역을대상으로수행

되었다(Fig. 1). 현장관측자료로는 IABP에서제공하는

부이 자료 중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여름철(6-9월)

자료를 이용하였다. IABP에서는 현재 러시아 지역을

기계학습 기반의 IABP 부이 자료와 AMSR2 위성영상을 이용한 여름철 북극 대기 온도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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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한 북극 지역에서 약 34개의 부이를 통해 대기 온

도를 제공하고 있으며, 실시간으로 자료를 수신 및 취

합하여배포한다. IABP의부이는해빙에설치되며 2 m

높이에서덮개로보호된센서로대기온도를관측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루는 대기 온도의 관측값

은 2 m높이의대기온도이다.

2) AMSR2 위성자료

AMSR2는일본의GCOM-W1 위성에탑재된수동마

이크로파 위성이다. AMSR2는 2012년 5월에 발사되었

으며, 700 km상공의 고도에서 하루에 두 번(ascending:

오후 1시 30분, descending: 오전 1시 30분) 해당 지역을

관측한다. 탑재된 센서는 6, 7, 10, 18, 23, 36, 89 GHz의

주파수영역에서자료를수집하며, 이중편파채널로구

성되어있다. 일본기상청은Global Portal System(http://

gportal.jaxa.jp)에서 AMSR2 밝기온도 자료 및 산출물을

제공한다. 본연구에서는 2013년부터 2016년의 6-9월에

해당하는 10 km 공간 해상도의 일별 7가지 채널의

ascending및 descending모드의밝기온도를다운로드하

여자료를구축하였다.

3) ERA-Interim 재분석자료

ERA-Interim은 ECMWF에서 제공하는 전지구적 대

기재분석자료이며, 1979년부터현재까지의자료가지

속적으로제공된다. ERA-Interim재분석자료는 00시부

터 3시간 간격의 2 m높이의 대기 온도를 제공하며, 본

연구에서는부이자료의날짜와일치하는시점의 0.125°

해상도의대기온도자료를이용하였다.

3. 연구방법

본 연구의 전반적인 흐름도는 Fig. 2와 같다. 먼저

2013년부터 2016년도까지의 IABP 부이 자료를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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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Overall scheme of this study. Red box represents the process of building machine learning
models and green box shows the process of validation methods.

Fig. 1.  The study area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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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후, 해당날짜에해당하는AMSR2 위성자료및 ERA-

Interim재분석자료를수집하였다. 모델학습및성능비

교를위하여세자료간의시간및공간일치작업을수

행하였다. 기계학습모델의성능검증을위하여추정된

대기온도를부이자료의대기온도와비교하는교차검

증을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공간적인분포를비교하

기위하여 2016년에대한추정된일별대기온도분포를

평균하여월별공간분포를구한뒤, ERA-Interim월별

대기온도와분석하였다.

1) 자료 구축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구축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여름철 IABP 부이 대기 온도 자료 ,

AMSR2 밝기온도자료, 그리고 ERA-Interim대기온도

자료를수집하였다.

수집된자료들의시간및공간해상도가다르기때문

에이를일치시켜주는작업이수행되었다. 본연구의목

적이AMSR2 자료를이용한대기온도추정이기때문에,

시간은 AMSR2의관측시간인오후 1시 30분(ascending)

과오전 1시 30분(descending)이기준이되었다. 해당시

간의부이자료를구축하기위하여오후 1시부터 2시및

오전 1시부터 2시까지의부이대기온도관측자료를수

집하였다. 오후 1시부터 2시까지의부이대기온도관측

자료를 평균하여 오후 1시 30분 대기 온도로 사용하였

고(ascending time), 같은 방법으로 오전 1시부터 2시까

지의부이자료를평균하여오전 1시 30분의대기온도

로사용하였다(descending time). 부이자료를AMSR2 관

측 시간인 오후 1시 30분과 오전 1시 30분 부근으로 맞

추지 못한 이유는, IABP에서는 여러 부이가 있으며 부

이마다시간을제공하는간격이다소다르나일반적으

로 1시간간격으로자료를제공하기때문이다. 본연구

에서 수집한 오전 및 오후 1시-2시 사이의 부이 중, 1시

기계학습 기반의 IABP 부이 자료와 AMSR2 위성영상을 이용한 여름철 북극 대기 온도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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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distribution of air temperature from IABP buoy data in the summer of 2013-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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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2시정각에제공되는부이가전체의 92.5%를차지했

다. 따라서 AMSR2 관측 시간에 획득된 자료를 구하기

힘들며분단위의시간분포도다르기때문에, 1시부터

2시까지의모든부이자료를평균하여 ascending time및

descending time의 자료로 이용하였다. ERA-Interim대

기 온도 자료 또한 시간에 대하여 선형 보간을 실시하

였다. AMSR2 관측 시간인 오전 및 오후 1시 30분과 가

장가까운시간의 ERA-Interim자료는오전및오후 12

시와 3시의자료이다. 이둘을평균하여 AMSR2의관측

시간에해당하는자료로이용하였다.

공간적인보간의경우관측자료인부이의위치를기

준으로 삼았다. 평균적으로 부이 지점과 가장 가까운

AMSR2 격자 중심의 거리는 약 3800 m이며, 공간적인

오차를줄이기위하여부이지점에해당하는AMSR2 밝

기온도를 bilinear기법을이용하여보간하였다. 같은방

법으로ERA-Interim자료또한 bilinear기법을이용하여

부이위치에해당하는값을추출하였다. 또한기계학습

모델의성능을비교하기위하여부이지점에해당하는

ERA-Interim재분석자료의대기온도값을추출하였다.

결과적으로 ascending및 descending시간대에부이의위

치에 해당하는 ASMR2 밝기온도 및 ERA-Interim대기

온도자료가구축되었다. 본연구에서사용한월별부이

의대기온도의공간적분포는 Fig. 3와같으며, AMSR2

의 위성 시간에 따른 부이 분포는 Table 1와 같다. 수집

된 부이 대기 온도 자료의 히스토그램은 Fig. 4와 같다.

마지막으로 기계학습을 이용한 대기 온도 추정 값과

ERA-Interim대기온도사이의공간적차이를분석하기

위하여 ERA-Interim대기 온도를 AMSR2 격자에 맞춰

resampling하였다.

2) 기계학습 기법

(1) Random forest

RF는 대표적인 규칙 기반 및 앙상블 알고리즘으로,

반복적인이진분할을통해결과를도출하는분류및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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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histogram of buoy data from Jun.-Sep. between 2013-2016.

Table 1.  The distribution of buoy data used in this study

Time Month number of data Mean (°C) Std. (°C)

Ascending time 
(13:00-14:00)

6 459 -0.2601 2.4623
7 489 1.1276 2.0697
8 449 -0.5918 2.3192
9 579 -4.1773 3.7001

Descending time 
(01:00-02:00)

6 445 2.1920 3.0770
7 474 3.1052 2.8499
8 434 1.4505 2.4153
9 569 -3.3082 3.8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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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트리(Classification and Regression Tree, CART)로 구

성되어있다(Breiman, 2001). 단일의사결정트리는결과

에 대한 원인을 해석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으며, 원격

탐사 분야의 다양한 분류 및 회귀 분야에 널리 사용되

어 왔다. 하지만 단일 트리는 학습자료에 매우 민감하

기 때문에 종종 과적합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하여 RF는 학습 자료 중 일부를 무작위 추출

하여여러개의독립적인트리를생성한다. 각 CART의

분기점에서 변수를 결정하기 위해 통계적 분산 값인

Gini 인덱스를 사용한다. 각각의 트리의 결과를 다수

결 투표(분류) 혹은평균(회귀)하여최종결과를생성하

는데, 이러한 앙상블 과정을 통하여 학습 데이터에 대

한과적합을줄이며안정적인결과를산출한다. 또한사

용되지않은샘플(out of bag, OOB)을이용한내부검증

을통한오차를이용하여상대적인변수중요도를제공

한다. RF는여러원격탐사분야의분류및회귀문제에

널리사용되어왔다(Jang et al., 2017; Yoo et al., 2018).

(2) Support vector machine

SVM은다차원공간에초평면(hyper plane)을구성하

여훈련샘플을별도의범주로나누어샘플을선형으로

분리할수있는학습알고리즘이다. SVM은입력샘플을

특징 공간(feature space)에서 선형으로 분리할 수 있다

고가정하지만, 서로다른클래스의데이터포인트는겹

칠수있으므로샘플을선형으로분리하는데어려움이

있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 SVM은커널(kernel)

이라고불리는함수를사용하여더높은차원으로데이

터를투영한다. 원격탐사분야에서는일반적으로방사

기저함수(Radial basis function, RBF)가 널리 사용된다

(Jang et al., 2017; Sonobe et al., 2017; Wang et al., 2018). 본

연구에서는선형커널및 RBF커널의결과를비교한후,

더좋은성능을보여주는 RBF커널을이용하였다.

4. 결과및토의

1) 기계학습 모델 성능 비교

대기온도추정모델의성능을비교하고자본연구에

서는 10-fold교차 검증을 수행하였다(Fig. 5). 10-fold교

차검증은모델의성능을측정하기위하여전체샘플을

10등분하여 9개의 부분 샘플을 학습 자료로 이용하여

기계학습 기반의 IABP 부이 자료와 AMSR2 위성영상을 이용한 여름철 북극 대기 온도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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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Validation results for RF and SVM models and ERA-Interim air temperature in ascending and
descending times compared with buoy air temperature, where red line shows 1:1 ratio and
black line represents the fitted line of the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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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을구축하고, 나머지 1개의부분샘플을검증자료

로이용하는방법이다. 검증의대상이되는부분샘플을

교체하면서반복적으로 10번검증하며, 샘플을상호배

타적으로분할해결과적으로전체샘플에대하여모델

을평가하기때문에모델의정확도를추정하는데널리

이용되고있다(Yoo et al., 2018). 또한기계학습으로추정

된 대기 온도의 결과와 비교하기 위하여 ERA-Interim

재분석자료의대기온도또한부이관측자료를이용하

여검증하였다(Fig. 5). 붉은색선은 1대 1 비율을나타내

며 검은 색 선은 해당 모델의 결과와 부이 자료와의 선

형적인관계를나타낸다. RF의경우 ascending시간대에

서 SVM에비해높은 R2값과낮은 RMSE값을보였으나,

descending 시간대에서는 SVM이 더 높은 R2와 낮은

RMSE값을보였다. RF와 SVM모두비교적높은온도에

서는과소추정을하는반면낮은온도구간에서는과대

추정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Fig. 3에서 볼 수 있듯이

대기온도분포의불균형때문으로보이는데, 0°C부근

에서의값에비해 5°C이상및 -5°C이하의샘플수가급

격히감소하는것을확인할수있다. 결과적으로비교적

높은온도및낮은온도에서의샘플의비율이적기때문

에해당구간에서의모의력이떨어지는것으로보이며,

부족한 샘플을 보강하는 오버샘플링(over-sampling) 기

법을통해개선될수있을것으로기대할수있다. ERA-

Interim재분석자료의대기온도는기계학습기반의대

기 온도 추정 값에 비해 ascending및 descending시간대

모두낮은 R2값과높은 RMSE를보였다. 재분석자료의

낮은해상도는지역적인대기온도를반영하지못하며

과대·과소추정되는경우가있는데(Tang et al., 2018), 부

이 관측 지점에 비해 낮은 해상도가 국지적인 대기 온

도의차이를잘반영하지못한것으로보인다.

2) 공간적 분포 비교

대기온도추정모델의공간적인모의능력을비교하

기위하여 2016년여름에대하여일별대기온도추정값

을 구한 후 해당 시간의 ERA-Interim재분석자료의 대

기온도와비교하였다. Fig. 6에서는 2016년여름철의기

계학습을 이용해 추정된 월별 대기 온도 분포와 ERA-

Interim의월별대기온도를비교하였다. Fig. 7에서는기

계학습을이용한월별대기온도추정값과ERA-Interim

재분석자료의월별대기온도값의차이를비교하였다.

온도차이는기계학습을이용해추정된대기온도에서

ERA-Interim재분석자료의 대기 온도를 뺀 것으로, 양

의값은모델의과대추정을의미하고음의값은과소추

정을 뜻한다. RF와 SVM모두 북극 전반적으로 재분석

자료에비해과소추정을하였으며(Fig. 7), 그크기는대

부분 7월 및 8월의 바렌츠해 및 카라해 부근에서 가장

크게나타난다. 북극중심및보퍼트해(Beaufort Sea) 부

근에서는 RF와 SVM모델 모두 ERA-Interim자료와의

차이가 6-9월에 모두 약 -3°C에서 3°C이내로 나타났다

(Fig. 7). 하지만재분석자료에따르면바렌츠해(Barents

sea), 카라해(Kara Sea), 그리고 배핀만(Baffin Bay)에서

10°C부근의 대기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반면, RF와

SVM모델 모두 해당 지역의 대기 온도를 재분석 자료

에비해 5°C이상과소추정하고있다(Fig. 6 and Fig. 7).

이러한 현상에는 두 가지 해석을 제시할 수 있는데, 먼

저 Fig. 5의검증결과에서볼수있듯이, 두모델모두비

교적 높은 대기 온도 구간에서 과소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또한 Fig. 3의 부이 분포를 확인했

을 때 심한 과소 추정이 일어나는 바렌트해, 카라해 및

배핀만에는 관측 값이 없지만, Fig. 6의 ERA-Interim재

분석자료의대기온도를통해서해당지역들의대기온

도가부이가관측된지점들에비해높다는것을확인할

수 있다. 그 결과 해빙에서는 모델을 통해 추정된 대기

온도자료가재분석자료와일치하는공간분포를보이

는반면일부해상에서는재분석자료에비해과소추정

을하는것으로나타난다. 북극전영역에대한관측자

료가골고루수집된다면모델성능이개선될것으로기

대할수있다.

모델과재분석자료와의평균적인차이를보면, 모든

경우에걸쳐전반적으로모델이재분석자료에비해과

소추정을 하였다(Table 2). 하루 내의 시간별 차이를 나

타내는 ascending과 descending시간에서는 새벽 1시 30

분을 나타내는 descending시간에서의 차이가 더욱 크

게 나타났다. 이는 대기 온도만으로는 분석할 수 없는

한계점이있으며, 추후다른변수들과의상관성을통해

대기온도의일변화를분석할필요가있다.

앞서 제시한 모델의 성능 평가 및 공간적 분석을 통

해본연구의가능성및한계점을확인할수있었다. 본

연구의가장큰한계점은제한된관측자료이다. 관측자

료의개수, 공간적분포, 그리고대기온도분포의불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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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patial distribution of monthly air temperature of random forest, support vector machine, and ERA-Interim
reanalysis data in the summer of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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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으로인해비교적관측자료가적은해상에서부족한

모의력을 보였다. 이러한 문제는 추후에 IABP부이 자

료이외에다양한관측자료를이용한다면개선될것으

로 보이며, 특히 러시아 부근의 자료를 보강한다면 바

렌츠해및카라해부근에서도모의력이크게향상될것

으로기대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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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Monthly bias distribution between estimated air temperatures from machine learning models and ERA-Interim
reanalysis data in the summer of 2016.

Table 2.  Bias between models and ERA-Interim (°C)

June July August September Avg.
RF - ERA-Interim (ascending) -1.5547 -2.3163 -2.9166 -1.6091 -2.0992
RF - ERA-Interim (descending) -2.3258 -2.7525 -3.1221 -1.7136 -2.4785
SVM - ERA-Interim (ascending) -1.5537 -2.3108 -2.8960 -1.5418 -2.0756
SVM - ERA-Interim (descending) -2.3177 -2.7299 -3.0942 -1.6701 -2.4530

Avg. -1.9380 -2.5274 -3.0072 -1.6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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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연구는 북극 해빙 및 해상 지역에서의 대기 온도

를 추정하기 위하여 AMSR2 자료와 IABP부이 자료를

이용하여기계학습기반의대기온도추정모델을구축

하였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AMSR2의 ascending

및 descending시간에부근의부이자료및 ERA-Interim

재분석 자료의 대기 온도를 수집하였다 . AMSR2의

ascending시간은 낮 1시 30분이므로 낮 1시부터 2시까

지의 부이 자료를 이용하여 이용하였으며, descending

시간은 밤 1시 30분이므로 밤 1시부터 2시까지의 부이

자료를 이용하여 시간 및 공간 보간을 하였다. ERA-

Interim자료의경우오전및오후 12시와 3시의자료를

이용하여 AMSR2 위성 관측 시간에 맞춰 선형 보간하

였다. AMSR2 수평/수직 밝기온도를 모두 이용하여(6,

7, 10, 18, 23, 36. 89 GHz) 총 14개의 입력 변수가 RF및

SVM기계학습의입력변수로쓰였다. 전체자료를 10-

fold 교차 검증한 결과 두 모델은 각각 ascending 및

descending시간에 대해 약 0.84-0.88의 R2와 1.31-1.53°C

의 RMSE를보였다. 모델을이용해추정된대기온도를

ERA-Interim 재분석자료와 비교한 공간 분포에서는,

7-9월에 바렌츠해, 카라해 및 배핀만에서 과소 추정하

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부이 자료가 대부분 북극 중심

및 보퍼트해 부근에 위치한 반면, 바렌츠해, 카라해 및

배핀만에는관측결과가없기때문에해당지역들의정

보가 충분히 학습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은

기계학습 기법의 한계이며, 향후 해당 지역의 관측 자

료를 통해 샘플을 추가한다면 더 정확한 북극의 해빙

및 해상에서의 대기 온도를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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