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동해는 대한해협 등 상대적으로 좁고 얕은 해협을 통해 대양과 이어져 있는 좁은 바다이지만, 대기 흐름을 고려했을 때 북

태평양의 상류에 위치하고 있어, 제트류 및 폭풍우 경로(storm track) 등 다양한 대기 활동을 통해 대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해역이다(Seo et al., 2014). 이러한 기후적 중요성을 바탕으로, 동해 변동에 의한 대기장의 반응에 대해 다양한 연구가 수행

된 바 있다. Hirose et al.(2009)은 대한해협을 통해 유입되는 가을철 수송량이 겨울철 일본 강수량 및 서태평양 패턴(West 

Pacific pattern; WP; Wallace and Gutzler, 1981)의 발달을 선행할 수 있음을 통계적으로 보여준 바 있다. Yamamoto and 

Hirose(2011)는 강제적으로 동해의 수온을 조절한 대기 모델 실험을 통해, 동해의 차가운 수온이 캄차카 반도 상공의 저기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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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다양한 표층 수온 자료를 통해 1979년부터 2018년 기간 동안의 가을철 동해 공간 평균 표층 수온이 태평양 순년 진동과 높은 상관관

계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해역에서 제트류의 활동이 가장 강한 200 hPa에서의 바람과 동해 표층 수온의 회귀 분석 결과, 

가을철 동해 표층 수온이 상승할 때 제트류의 중심축이 북상하면서 전반적으로 제트류가 약화하는 경향을 보이며, 동해 수온이 하

강할 때는 제트류의 중심축이 남하하면서 제트류가 강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제트류의 강도 변화와 중심축의 

남북 진동이 동해 표층 수온과 태평양 순년 진동의 커플링과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여름철의 약한 제트류와 겨울철 및 이른 봄

철의 강한 동아시아 동계계절풍 효과는 동해와 태평양 순년 진동의 커플링이 가을철 외의 다른 계절에 잘 나타나지 않게 하는 이유

로 생각해볼 수 있다.

Analyses with various Sea Surface Temperature (SST) products indicate that the interannual variability of the area-averaged SST in the 

East/Japan Sea (EJS) is well correlated to that of Pacific Decadal Oscillation (PDO) during 1979-2018, especially in the autumn. The 

regression analysis with the wind vectors at 200 hPa, where the strongest jet stream flows, suggests that the long-term variability of the 

intensity as well as the meridional movement of the jet stream are related to the coupling of the autumn EJS SST and PDO. When the 

axis of the jet stream moves poleward (equatorward) with its weakening (strengthening), both the EJS SST and North Pacific SST 

increase (decrease). This suggests that both the intensity and meridional movement of the jet stream are possibly related to the coupling 

of the autumn EJS SST and PDO. However, effects of a weak jet stream during the summer and the strong East Asian winter monsoon 

make weak coupling between the EJS SST and P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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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순환을 발달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동해와 태평양의 수온 차이에 의한 경압성(baroclinicity)에 의해 나타날 

수 있음을 주장한 바 있다. Seo et al.(2014) 또한 동해의 수온 변화에 대한 북반구 전체 대기의 반응을 살펴본 바 있다. 이와 

같이 동해는 대양의 상류에 위치하여 그 작은 규모에 비해 기후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태평양 순년 진동(Pacific Decadal Oscillation; PDO)은 북태평양의 열 변동성을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패턴 중 하나로, 

일반적으로 북태평양 표층 수온(Sea Surface Temperature; SST) 경험직교함수(Empirical Orthogonal Function; EOF) 분석

의 첫 번째 모드로 획득할 수 있다(Mantua and Hare, 2002). Gordon and Giulivi(2004)는 PDO와 동해의 해면 고도가 경년 

변동성 규모에서 상관성을 가지는 것을 보인바 있다. PDO가 양의 부호를 가질 때 쿠로시오 해류는 강해지고, 동해 유입 해수

량은 적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PDO가 음의 부호를 가질 때는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PDO와 동해 해면 고도는 서

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게 된다. Gordon and Giulivi(2004)의 연구는 해양과 대기의 상호작용 측면에 대해서는 고려 하고 

있지 않는데, 동해가 북태평양의 상류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해양-대기 상호작용을 통해 동해와 북태평양이 상관관계를 가

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해양 및 대기 자료를 통해 특히 SST의 관점에서 동해-북태평양간의 

연결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자료 및 방법

동해 및 북태평양의 SST를 비교하기 위해 1979년부터 2018년의 기간에 해당하는 영국 기상청 산하 해들리 기후예측연구

소 SST (HadISST)의 1° 간격 월평균 자료(Rayner et al., 2003)를 사용하였다. 또한 SST 자료의 검증 등을 위해 영국 기상청 

EN4.2.1 자료의 1° 간격 격자화 관측 자료(Good et al., 2013), 미국 해양대기청에서 제공하는 2° 간격의 ERSSTv5 (Huang 

et al., 2017) 및 OISSTv2 (Reynolds et al., 2002) 자료들을 추가적으로 사용하였다. OISST의 경우 일자료는 0.25° 간격의 

고해상도로 제공이 되나, 본 연구에서는 다른 SST 자료와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월자료로 제공이 되는 1° 간격의 저해상도 

자료를 이용하였다. 1982년부터 자료 제공이 시작되는 OISST를 제외한 모든 자료는, 1979년에서 2018년의 기간 동안 분석

을 진행하였으며, OISST는 1982년부터 2018년의 기간에 해당하는 자료를 사용하였다. 해양-대기 상호작용 기작을 파악하

기 위해 여기에서는 SST를 바람장 및 기온과 비교하였으며, 이를 위해 미국 환경예측국제기구의 재분석자료(이하 NCEP 자

료; Kalnay et al., 1996)와 유럽중기예보센터에서 제공하는 ERA-interim 자료(Dee et al., 2011)를 사용하였다. NCEP 자료

의 수평적 해상도는 약 2.5° 간격으로 제공되며, ERA-interim 자료는 약 0.75° 간격으로 제공된다.

PDO 시계열은 월평균 북태평양(120°E-120°W, 20°N-60°N) SST를 EOF 분석하여 획득한 첫 번째 주성분(Principal 

Component; PC) 시계열을 통해 정의(Mantua and Hare, 2002)하였다(Fig. 1b). EOF 분석은 SST 자료의 각 계절평균을 먼

저 제거하고 수행했으므로, 계절변동은 분석 결과에 거의 반영되지 않는다. 이후 분석에서는 경년 변동 이상의 장기적인 변

동에 집중하기 위해 각 시계열을 분석할 때 3개월 평균 자료(예를 들어 매해 1월에서 3월 평균의 시계열 등)를 이용해 분석을 

진행하여 짧은 주기의 변동성을 최대한 배제하여 살펴보았다. 통계 분석은 주로 상관계수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상관계

수 측정 전에 각 시계열 자료의 장기 경향성(trend)을 제거하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40년(1979-2018)의 길이를 가지는 연자

료에 대해 0.5의 상관계수를 일괄적으로 신뢰 한계로 사용하였다. 이는 N - 2 (N = 시계열 길이)의 자유도를 가지는 상관계수

의 통계적 유의성 판단 시 p = 0.0005에 해당하는 매우 높은 기준의 신뢰 수준(99.95%)을 제공하는 값이다. 선형 회귀 분석시

에는 목표 변수(predictand)와 예측 변수(predictor) 간의 상관계수를 측정하고, 여기에 목표 변수와 예측 변수의 표준편차 비

를 곱해주는 방식으로 선형 회귀 계수를 획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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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분석

3.1 동해 SST와 PDO의 상관관계

계절 변동성을 제거한 HadISST 월자료를 전체 분석기간에 대해 EOF 분석하여 획득한 공간 패턴과 PC 시계열이 Fig. 1에 

나타나있다. SST의 EOF 분석 결과, 공간적으로는 북태평양 북부부터 미국 서부 해안과 적도태평양 동부 해역을 아우르는 

영역과 중앙 북태평양에서 우리나라 주변해역에 이르는 해역까지의 영역이 서로 반대의 변동 양상을 보이는 이른바 말발굽 

패턴을 잘 보여주고 있다(Fig. 1a). 시간적으로는 2000년대에 접어들기 이전에는 1990년대 초기를 제외하고 대부분 양의 부

호를 나타내다, 2000년 이후 음의 부호를 주로 보이는(Fig. 1b) PDO의 1999년 체제 변환(Jo et al., 2013)이 잘 나타나고 있

어, EOF 분석을 통해 PDO의 시계열을 잘 추출해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HadISST로부터 획득한 PDO의 월 단위 시계열

은 EN4, ERSST 및 OISST로부터 획득한 PDO 시계열과 각각 0.92, 0.97, 0.97의 상관계수를 나타내고 있어 모든 자료들이 

유사한 형태의 PDO를 재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PDO의 공간 패턴에서 음의 부호를 보이는 중앙 북태평양과 동해를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주변 해역이 동시에 가장 큰 변

동성을 보이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며(Fig. 1a), 이는 동해의 SST와 대양의 SST 혹은 PDO 패턴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

계를 가지고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 실제로 동해(130°E-140°E, 35°N-45°N)의 공간 평균 SST와 PDO의 변동성은 상관관

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다양한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9월에서 11월(이하 SON)의 시기에 가장 뚜렷이 나타나며, 가을을 제

외한 다른 계절에는 그러한 관계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Fig. 2). HadISST를 기준으로 했을 때(Fig. 2a), 0.72의 상관계수를 

보이는 가을철(SON)과 달리 봄철 및 겨울철에는 동해 SST와 PDO의 상관관계가 매우 낮아지는데, 특히 3월에서 5월

(MAM)에는 0.24의 상관계수가 나오며 이는 95% 신뢰수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값이다. 일부 자료에서는 동해의 SST가 

PDO를 약 1개월 가량 리드하는 것으로 나오기는 하지만(Fig. 2c), 본 연구에서 3개월 평균 자료를 사용하고 있고, 모든 자료

에서 구조적으로는 이와 같은 지연 상관관계가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시간 지연은 큰 의미는 가지지 못하는 것으

로 생각된다.

8월에서 10월(ASO) 및 SON 시기 동해 공간 평균 SST와 같은 시기 북태평양 전체 SST를 비교해보면, 동해 주변의 해역

에서 가장 높은 상관계수가 나타나며, 쿠로시오 확장역 부근에서는 상관계수가 떨어졌다가 중앙 북태평양 영역에서 다시 높

은 상관계수가 나타난다(Fig. 3). 상대적으로 시간 지연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원거리에서 나타나는 SST 간의 상관계수는, 

물리적인 기작을 통해 그들이 상관성을 가진다는 전제 하에, 대기 활동을 통해 이어져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특히 북태

Fig. 1. (a) Loading vectors of the first leading mode of the SST in the North Pacific. The East/Japan Sea region is marked with 

blue box. (b) Principal component of the first leading mode of the SST in the North Paci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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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제트류는 유라시아 대륙에서 기원하여 동해를 거쳐 북태평양으로 이동하며 거의 동시에 동해와 북태평양의 SST를 변

화시킬 수 있다. 쿠로시오 확장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복잡한 해류 활동으로 인해 제트류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다고 

하면 Fig. 3과 같은 형태의 상관계수 공간패턴을 설명할 수 있다.

3.2 제트류를 통한 가을철 동해 SST-PDO 커플링

Hirose et al.(2009)은 가을철 대한해협을 통해 동해로 해수가 공급되어 약 3개월 정도의 시간 지연을 가지고 한겨울의 WP 

패턴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인바 있으며, 동해의 SST 변동 이후 겨울철 대기 변동까지 1개월 가량의 시간 지연을 가지고 

상관관계를 나타낸다고 한 연구도 있다(Hirose and Fukudome, 2006). 이러한 해양-대기 상호작용의 시간 지연과, 동해와 대

양의 규모를 고려했을 때, 1개월 미만의 매우 짧은 시간 동안 동해 SST가 대기 패턴의 변화를 만들어 내고 그것이 다시 PDO

의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트류와 같은 보다 큰 규모의 대기 활동이 동해와 북

태평양에 동시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하는 편이 보다 합리적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가을철 제트류가 동해 SST와 PDO 패턴

Fig. 2. Lagged correlation between PDO index and East/Japan Sea SST derived from (a) HadISST, (b) EN4 SST, (c) ERSST, and (d) 

OISST. MAM, JJA, SON, and DJF denote the averaging months used for constructing yearly time series: for example, MAM 

means March-May, JJA means June-August, SON means September-November, and DJF means December-February. The 

correlation lesser than 0.5 are neglected. Contour interval is 0.1. The leading five correlation coefficients are marked with dots 

while the best correlation is indicated by red dot.

Fig. 3. Spatial distribution of the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East/Japan Sea SST and SST in every grid point for (a) ASO 

(August-October) and (b) SON (September-November) during 1979-2018. Thick contour line indicates confidence limit of the 

correlation at 99.95% significance level (r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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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관관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비록 제트류는 동해 및 중앙 북태평양의 SST 변동에 밀접하게 관련성

을 가질 수 있고, 상대적으로 북태평양 북부, 미국 서부 해안, 적도태평양 동부 해역 등의 SST와는 큰 상관관계를 가질 가능성

이 적어, 제트류의 변동이 PDO 전체의 변동과 관련이 있다고 표현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하지만 중앙 북태평양 해역은 

PDO 변동의 중심 중 하나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후 중앙 북태평양의 SST 변동을 어느 정도 PDO의 변동으로 간주하고 분

석을 진행하려고 한다. 특히 이 해역(120°E-180°E)에서는 계절에 상관 없이 NCEP 및 ERA-interim 자료 모두에서 200 hPa 

상공의 제트류 움직임이 가장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Fig. 4). 이러한 제트류의 분포는 1951년부터 1993년까지 

100°E-150°E의 계절별 제트류 분포를 살펴본 Huang and Liu(2011)의 연구 내용과 유사한 형태이므로 자료 및 시기에 따라 

제트류의 평균적인 계절적 분포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200 hPa에서의 바람을 중

심으로 제트류가 동해 SST 및 PDO와 어떤 상관관계를 가질 수 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가을철 제트류는 40°N에서 그 중심축이 나타나며, 이는 동해의 중앙에 해당한다(Fig. 5a,d). SON 동해 공간 평균 SST에 

회귀 분석한 바람장을 살펴보면(Fig. 5b,e), 동해의 SST가 상승할 때 45°N 이남의 서풍이 약해지는 경향을 보이며, 45°N 이

북의 서풍은 강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동해의 SST가 상승할 때 제트류 중심축에서의 바람이 약해지면서, 전체적으로 

제트류의 중심축이 북상하는 것을 의미한다(Fig. 5c,f). 반대로 동해의 SST가 하강할 때는 제트류의 중심축 바람이 강해지면

서 제트류 중심축이 남하 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트류가 강화되면 표층 서풍의 강화를 통해 해수의 수직적인 혼합 효과가 더 

커지거나, 해양의 난류 열속 방출 증가가 일어나거나, 남쪽으로 향하는 에크만 수송의 크기가 커져 동해와 중앙 북태평양 

SST의 하강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반대로 제트류가 약화될 경우에는 동해 및 중앙 북태평양 SST가 상승할 수 있다. 실제로 

가을철 동해 SST 상승 시 북태평양 표층 서풍의 약화가 확인된다(Fig. 6d). 또한, 제트류 중심축의 북상은 따뜻한 남쪽의 대

기를 북쪽으로 끌고 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SST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으며, 제트류의 남하는 반대 기작을 통해 동해 및 중

앙 북태평양의 SST 하강을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동해 SST에 회귀 분석한 기온을 살펴보면(Fig. 7), SON 동해 공간 평균 

Fig. 4. Latitude-pressure distribution of zonal averaged zonal wind speed between 120°E-180°E obtained from (a-d) NCEP 

reanalysis and (e-h) ERA-interim for each season during 1979-2018. Contour interval is 10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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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a,d) Temporal averaged SON wind vectors at 200 hPa during 1979-2018. (b,e) SON wind regressions on the SON 

East/Japan Sea SST. The shading on the maps indicate the correlation between SON SST and SON East/Japan Sea SST (> 0.5). 

(c,f) The zonal average of the SON zonal wind at 200 hPa (U200) during 1979-2018 (black thick line). The red and blue thick 

lines indicate that the regressed zonal averages of U200 corresponding to the SON East/Japan Sea SST reaches to +1 and -1 

standard deviation of its time series, respectively. The horizontal lines in (c,f) show the latitudinal position of the maximum 

U200. We used NCEP reanalysis for (a-c) and ERA-interim data for (d-f).

Fig. 6. Spatial distribution of the correlation coefficients (shading) between SST and East/Japan Sea SST overlaying the 

regression coefficients (arrow) of NCEP surface (1000 hPa) wind vectors on the East/Japan Sea SST during (a) DJF, (b) MAM, (c) 

JJA, and (d) 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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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 상승시 40°N에서 50°N 영역의 기온이 특히 많이 상승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이 회귀 분석 결과는 SST와 기온의 동

시적인 분석이기 때문에, 기온이 상승하여 SST가 상승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으나, 반대로, SST가 상승하여 그 상층의 기온

의 상승했다고도 볼 수 있어, 향후 표층 열수송량에 대한 회귀 분석 등을 통해 해양-대기 상호작용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진행

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제트류의 강도 변화 그리고 남북 이동은 모두 동해 SST와 PDO의 커플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

작으로 볼 수도 있으나, 해양의 변화가 제트의 변화를 일으켜 동해 SST-PDO-제트류가 모두 커플링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정량적인 연구를 통해 어떠한 기작이 커플링에 관련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Fig. 7. Latitude-pressure distribution of regression coefficients of SON air temperature on the SON East/Japan Sea SST from (a) 

NCEP reanalysis and (b) ERA-interim during 1979-2018. Unit is °C/°C. 

Fig. 8. Spatial distribution of the correlation coefficients (shading) between SST and East/Japan Sea SST overlaying the 

regression coefficients (arrow) of NCEP upper-level (200 hPa) wind vectors on the East/Japan Sea SST during (a) DJF, (b) MAM, 

(c) JJA, and (d) 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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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가을철 동해 SST-PDO 커플링이 나타나는 이유

동해 SST와 PDO의 커플링이 가을철에 강하게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다. 가을철 제트류의 중심축은 

40°N 부근에 위치(Fig. 4d,h)하며 제트류의 평균적인 분포와 동해 SST에 따른 변동성 또한 모두 동서 방향 성분이 우세하게 

나타난다(Fig. 5). 이는 동해 SST와 동해와 비슷한 위도에 있는 북태평양 해역의 SST가 제트류 및 표층 바람에 의해 동시에 

상관성을 가지기 좋은 조건이 된다. 여름철의 경우 어느 정도 동해 SST와 PDO가 커플링 되어있으나 상대적으로 상관관계가 

떨어진다(Fig. 8c). 이는 여름철 약한 제트류(Fig. 4c,g)로 인한 것일 수 있다. 또는 동해의 SST와 관련하여 여름철 동해에서 

나타나고 있는 남북 방향의 표층 바람의 영향을 받아 제트류에 의한 영향이 약해졌을 가능성도 있다(Fig. 6c). 표층 바람을 통

해서도 동해와 북태평양이 동서방향으로 이어져 있는 가을철(Fig. 6d)과 비교하면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겨울철(Fig. 4a,e)에서 이른 봄철(Fig. 4b,f)의 경우 가을철보다 더욱 제트류가 강하게 나타나고는 있으나, 겨울철 우리나

라 주변 해역은 북서풍 계열인 동아시아 동계계절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동해, 황해 및 동중국해, 

일본 남부 해역 등의 SST는 겨울철 약 1-2개월 선행하는 동계계절풍 시계열과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Park et al., 

2012; Pak et al., 2014). 그러므로 동계계절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겨울철 동해의 SST는 동쪽의 중앙 북태평양과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고, 마찬가지로 동계계절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 동해의 남부 및 남동부 해역 SST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게 된다

(Fig. 6a). 또한 겨울철에는 동해 SST와 관련된 200 hPa에서의 바람이 40°N 부근에서 동서방향으로 평행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아 제트의 변화와 동해 SST 변화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Fig. 8a). 봄철에는 상대적으

로 동해 SST와 관련된 상층 바람이 동서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으나(Fig. 8b), 겨울철과 마찬가지로 동계계절풍과 유사한 남

북방향의 표층 바람 영향이 강해 동해 SST와 북태평양 SST 사이의 커플링이 나타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주

로 서풍인 제트류 및 표층 바람이 40°N 부근에서 우월하게 작용하는 가을철에 동해 SST와 PDO의 커플링이 잘 나타나는 것

으로 추정된다.

4. 요약 및 맺음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SST 자료를 통해 가을철 동해의 SST 변동성이 PDO 패턴, 그 중에서도 주로 북태평양 중앙에 위치한 

변동 중심의 SST 변동성과 상관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대기 재분석 자료와의 비교를 통해 제트류의 약화 및 북상이 나타날 

때 동시에 동해의 SST와 중앙 북태평양 SST의 상승이 나타나며, 제트류의 강화와 남하 시에는 반대로 동해 및 중앙 북태평양 

SST의 하강이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하여, 제트류의 변동이 가을철 동해 SST와 PDO의 커플링과 관련있음을 보여주었다.

대기 바람장을 가을철 동해 SST에 선형 회귀 분석하여 제트류의 약화와 북상, 강화와 남하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

이기는 했으나, 실제 제트류를 살펴보았을 때 제트류의 강화 및 약화와 남북 진동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인지에 대한 확인

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나아가서는 제트류의 강도 변화와 남북 진동 중 어떠한 부분이 보다 동해 SST-PDO 커플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대기의 변화인 제트류의 변화

가 해양의 현상인 동해 SST 변동성과 PDO의 변동성에 영향을 준다는 맥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나, 해양과 대기 변수의 

동시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기만 하였으며, 제트류의 변화 자체는 해양의 변화에 의해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Zhang et al., 2017), 결국은 매우 복잡한 해양-대기 상호작용이 동해 SST-PDO 커플링에 얽혀 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보다 

심화된 북서태평양 해역에서의 해양-대기 상호작용에 대한 역학적인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 본 연구의 내용이 중요한 실마

리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박균도 / 가을철 동해 표층 수온과 태평양 순년 진동의 상관성 분석 ∙ 517

사  사

두 분의 심사위원 평가를 통해 본 논문 원고가 개선될 수 있었습니다. 이 논문은 2019년 해양수산부 재원으로 해양수산과

학기술진흥원의 지원 사업 ‘아북극-서태평양 기인 한반도 주변 고수온 현상 규명 및 예측시스템 구축’ 및 한국해양과학기술

원의 ‘북서태평양 순환과 기후 변동성이 한반도 주변해역 변화와 물질순환에 미치는 영향I - 제주난류 변동성과 역할

(PE99711)’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입니다.

참고문헌(References)

Dee, D.P., S.M. Uppala and A.J. Simmons, P. Berrisford, P. Poli, S. Kobayashi, U. Andrae, M.A. Balmaseda, G. Balsamo, P. 

Bauer, P. Bechtold, A.C.M. Beljaars, L. van de Berg, J. Bidlot, N. Bormann, C. Delsol, R. Dragani, M. Fuentes, A.J. 

Geer, L. Haimberger, S.B. Healy, H. Hersbach, E.V. Hólm, L. Isaksen, P. Kållberg, M. Köhler, M. Matricardi, A.P. 

McNally, B.M. Monge-Sanz, J.-J. Morcrette, B.-K. Park, C. Peubey, P. de Rosnay, C. Tavolato, J.-N. Thépaut and F. 

Vitart, 2011. The ERA-Interim reanalysis: configuration and performance of the data assimilation system. Quarterly 

Journal of the Royal Meteorological Society, 137: 553-597.

Good, S.A., M.J. Martin and N.A. Rayner, 2013. EN4: Quality controlled ocean temperature and salinity profiles and 

monthly objective analyses with uncertainty estimates. Journal of Geophysical Research: Oceans, 118: 6704-6716.

Gordon, A.L. and C.F. Giulivi, 2004. Pacific decadal oscillation and sea level in the Japan/East sea. Deep Sea Research Part 

I: Oceanographic Research Papers, 51: 653-663.

Hirose, N. and K.-I. Fukudome, 2006. Monitoring the Tsushima Warm Current Improves Seasonal Prediction of the 

Regional Snowfall. Scientific Online Letters on the Atmosphere, 2: 61-63.

Hirose, N., K. Nishimura and M. Yamamoto, 2009. Observational evidence of a warm ocean current preceding a winter 

teleconnection pattern in the northwestern Pacific. Geophysical Research Letters, 36: L09705.

Huang, B., P.W. Thorne, V.F. Banzon, T. Boyer, G. Chepurin, J.H. Lawrimore, M.J. Menne, T.M. Smith, R.S. Vose and 

H.-M. Zhang, 2017. Extended Reconstructed Sea Surface Temperature, Version 5 (ERSSTv5): Upgrades, Validations, 

and Intercomparisons. Journal of Climate, 30: 8179-8205.

Huang, G. and Y. Liu, 2011. Simulation of the East Asian Subtropical Westerly Jet Stream with GFDL AGCM (AM2.1). 

Atmospheric and Oceanic Science Letters, 4: 24-29.

Jo, H.-S., S.-W. Yeh and C.-H. Kim, 2013. A possible mechanism for the North Pacific regime shift in winter of 1998/1999. 

Geophysical Research Letters, 40: 4380-4385.

Kalnay, E., M. Kanamitsu, R. Kistler, W. Collins, D. Deaven, L. Gandin, M. Iredell, S. Saha, G. White, J. Woollen, Y. Zhu, 

M. Chelliah, W. Ebisuzaki, W. Higgins, J. Janowiak, K.C. Mo, C. Ropelewski, J. Wang, A. Leetmaa, R. Reynolds, R. 

Jenne and D. Joseph, 1996. The NCEP/NCAR 40-year reanalysis project. Bulletin of the American Meteorological 

Society, 77: 437-471.

Mantua, N.J. and S.R. Hare, 2002. The Pacific Decadal Oscillation. Journal of Oceanography, 58: 35-44.

Pak, G., Y.-H. Park, F. Vivier, Y.-O. Kwon and K.-I. Chang, 2014. Regime-Dependent Nonstationary Relationship between 

the East Asian Winter Monsoon and North Pacific Oscillation. Journal of Climate, 27: 8185-8204.

Park, Y.-H., J.-H. Yoon, Y.-H. Youn and F. Vivier, 2012. Recent Warming in the Western North Pacific in Relation to Rapid 

Changes in the Atmospheric Circulation of the Siberian High and Aleutian Low Systems. Journal of Climate, 25: 

3476-3493.

Rayner, N.A., D.E. Parker, E.B. Horton, C.K. Folland, L.V. Alexander, D.P. Rowell, E.C. Kent and A. Kaplan, 2003. Global 

analyses of sea surface temperature, sea ice, and night marine air temperature since the late nineteenth century. Journal of 

Geophysical Research-Atmospheres, 108: D14, 4407.



518 ∙ ｢The S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Oceanography  Vol. 24, No. 4, 2019

Reynolds, R.W., N.A. Rayner, T.M. Smith, D.C. Stokes and W. Wang, 2002. An Improved In Situ and Satellite SST 

Analysis for Climate. Journal of Climate, 15: 1609-1625.

Seo, H., Y.-O. Kwon and J.-J. Park, 2014. On the effect of the East/Japan Sea SST variability on the North Pacific 

atmospheric circulation in a regional climate model. Journal of Geophysical Research: Atmospheres, 119: 418-444.

Wallace, J.M. and D.S. Gutzler, 1981. Teleconnections in the Geopotential Height Field during the Northern Hemisphere 

Winter. Monthly Weather Review, 109: 784-812.

Yamamoto, M. and N. Hirose, 2011. Possible modification of atmospheric circulation over the northwestern Pacific induced 

by a small semi-enclosed ocean. Geophysical Research Letters, 38: L03804.

Zhang, L., H. Xu, N. Shi and J. Deng, 2017. Responses of the East Asian jet stream to the North Pacific subtropical front in 

spring. Advances in Atmospheric Sciences, 34: 144-1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