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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s change in the Antarctic Ice Sheet(AIS) is the most important indicator of changes in Earth’s climate system

including global mean sea level rise that are largely affected by ongoing global warming. In this study, AIS mass

variations are examined with satellite gravity data and outputs from a regional climate model. The analysis of

gravity data shows that along the coastal region the Western AIS has experienced a continuous and significant ice

loss while a slight increasing in the Eastern AIS during the study period (2002.08-2016.08). The temporal and

spatial variations in ice mass changes are recovered by a regional climate model, but the recovered amplitudes are

much smaller than those of observations. This under-estimation is remarkably resolved by modifying a base flow

field for the ice discharge. The recovered estimates based on the ice-flow field can explain about 97% of the rate

of mass change in observations before 2009. This implies that changes in ice flow dynamics along the coast line

plays a pivotal role in regulating long-term budget of ice mass in A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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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 빙상의 질량 변화는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기후 변화와 해수면 상승의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이다. 본 연

구에서는 위성 중력 자료와 광역 기후 수치 모델을 사용하여, 남극 빙상 질량에 대한 시공간 변화의 특성을 분석하였

다. 중력 자료의 분석을 통해 연구 기간(2002.08-2016.08) 동안 지속적으로 남극 빙상의 심각한 질량 손실이 서남극

을 중심으로 발생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상대적으로 미약한 질량 증가가 동남극에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들 질

량 변동이 해안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함께 확인하였다. 광역 기후 수치 모델을 사용하여 이러한 질량 변동의 시간

적, 공간적 패턴을 유사하게 재현할 수 있었으나, 관측 값에 비해 그 변화 폭이 매우 작았다. 이러한 문제는 빙하의

기저 유출량에 대한 조정을 통해 상당 부분 해결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재현된 빙상의 질량 변화는 2009년 이전 관

측 값의 추세를 97%정도 설명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빙하 흐름의 역학적 변동이 빙상의 가장 자리를 따라 크

게 변하였고, 이러한 변화가 지난 10여 년 동안 남극 빙상의 질량 변화에 크게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요어 : 남극 빙상, 그레이스, 지표 질량, 기후 변화, 지구 온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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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남극 대륙을 덮고 있는 빙상(Antarctic Ice Sheet,

AIS)은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 담수 저장고로서, 그

부피가 약 2.7 × 107 km3 정도에 달한다. 만약 이 곳

의 얼음이 모두 녹아 바다로 유입되면, 지구의 평균

해수면(global mean sea level, GMSL)은 약 58 m

정도 상승하게 된다(Fretwell et al., 2013). 최근 급격

히 진행된 지구온난화는 AIS의 얼음을 빠르게 녹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GMSL의 상승률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이다. 최근의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면, GMSL의

상승률은 3.5 ± 0.2 mm/yr정도이며, 이 중 0.42 ±

0.1 mm/yr정도는 AIS의 영향으로 추정되고 있다

(WCRP, 2018). 전 세계 인구의 약 23%는 바다로부터

10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며, 이곳의 인구 밀도는

세계 평균보다 약 세 배가 높다(Small and Nicholls,

2003).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해수면 상승만으로도 막

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것이며, 사회, 정치적으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따라서 지구 온난화와 관련

된 GMSL의 변동을 높은 정확도로 관측하는 것은 물

론, 그 상승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기후 변화 시나리오

에 기반한 예상 상승 정도를 정량적으로 추정하기 위

한 많은 연구들이 학계는 물론 일반 대중의 높은 관심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Oppenheimer et al., 2019).

지난 26년 간(1992-2017), AIS에서는 총 2,725

Giga-ton(이하 Gt)에 달하는 얼음이 소실되었다(IMBIE,

2018). 최근 몇몇 관측 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AIS 질

량 감소의 대부분은 근래에 증가한 빙하 유속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Rignot et al., 2018; van de Berg

et al., 2006; Velicogna et al., 2014). 이는 질량 감

소가 주로 빙상의 가장자리인 해안지역에서 발생되기

때문이며, 질량 증감의 또 다른 중요 요소인 강수 패

턴에서 뚜렷한 변화를 찾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

나 Seo et al.(2015b)은 남극 반도(Antarctic Penin-

sula, AP)와 서남극의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

서 강수량의 장기적인 감소가 AIS의 질량 손실을 가속

화 시킨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AIS의 질량 변화를 결

정하는 데 있어서, 빙하 유속의 변화 뿐만 아니라 대

기와의 물 수지(budget)도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의미

한다. 따라서 최근 들어 급변하는 AIS 질량 변동의 원

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질량의 시간적 공간적 변화

에 대한 분석은 물론, 각 지역 별로 작용하는 대기와

의 물 수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AIS의 질량 변동 특성과 그 작동 메

커니즘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02년 발사된

Gravity Recovery and Climate Experiment(GRACE)

위성의 중력 자료를 이용하여, 질량 변동의 시간 변화

와 공간 패턴을 분석하였다. 이에 더하여 연구 지역의

광역 기후 수치 모델(regional climate model)을 사용

하여 중력 변화를 재현하였고, 이를 GRACE 관측 값

과 비교함으로써 지난 20여 년 동안 남극에서 진행되

었던 질량 변동의 원동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2. Material and Methods

2.1. GRACE Data Processing

본 연구에서는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의

Center for Space Research(CSR)에서 처리된 GRACE

L2 GSM RL06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중력 자료는

CSR의 홈페이지(www2.csr.utexas.edu/grace)를 통해

일반에 무료로 공개된다. 2002년부터 2017년까지의

GRACE 관측 기간 중, 자료가 안정적인 2002년 8월

부터 2016년 8월까지 총 153개의 솔루션이 연구에 사

용되었다. 이 자료는 구면 조화 함수(spherical har-

monics, SH)를 통해 한 달 간격의 지구 중력장 변화

를 보여준다. SH 계수의 최대 차수(degree)는 60이며,

이는 공간 해상도로 환산했을 때 약 300~400 km정

도에 해당된다. 이들 SH 자료 중, 차수가 낮은 몇몇

계수들은 GRACE의 계측 특성으로 인하여 관측되지

않거나(C10, C11, S11), 혹은 상당한 에러를 기지고 있

다(C20). 우리는 이들을 Kim et al.(2019)의 방법에

의해 추정된 계수들로 대체하였다. 후빙기 반등(Post

Glacial Rebound, PGR)에 의한 중력 효과는 ICE-6G

ice history 모델에 기반한 보정을 통해 제거하였다

(Peltier et al., 2018). 이렇게 보정을 거친 중력 변화는

최종적으로 Seo et al.(2014)의 방법을 이용해 지표 물

저장량(terrestrial water storage, TWS)의 값으로 변

환되었다.

GRACE 관측 자료에는 공전 궤도 배열에 의해 발

생하는 meridional aliasing 에러가 포함되어 있다

(Swenson and Wahr, 2006). 때문에 GRACE 자료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연구들은 이 오차를 제거하기 위해

여러 필터들을 적용한다(Eom et al., 2017b; Yu and

Min, 2005; Zenner et al., 2012). 그러나 본 연구에

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로 인해 이러한 에러를

제거하는 de-aliasing 필터를 사용하지 않았다. 첫번째,

남극은 aliasing 에러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낮다. 이 에

러의 크기는 고위도로 갈수록 감소하는데, 이는 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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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서 GRACE의 ground track 간격이 좁아지기 때

문이다. 두번째, aliasing 에러는 분지 평균값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는 대상 분지의 면적이 넓어지

면 넓어질수록, 분지 평균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alias-

ing 에러는 상당 부분 서로 상쇄되기 때문이다. 마지막

으로 장기간에 걸친 추세를 구하는 데 있어서, de-

aliasing 필터의 적용은 그 추정 결과에 심각한 감쇄

(reduction)을 불러 일으킨다(Eom et al., 2017a). 이

러한 이유로 인해 우리는 de-aliasing filter는 물론 어떠

한 smoothing(or averaging) filter도 사용하지 않았다.

2.2. Ice Sheet Mass Change

GRACE에 의해 관측되는 남극의 TWS 변화는 남극

대륙을 덮고 있는 AIS의 질량 변화에 국한된다. 대륙

연안에 자리잡고 있는 빙붕(ice shelf)이나 해빙(sea

ice)등에서 발생하는 질량 변화는 GRACE의 관측 결

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

하는 질량의 증감이 얼음 아래쪽에 자리잡고 있는 해

수와 정압(static pressure)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

서 어떤 기간 동안 AIS에서 발생한 총 질량 변화

(∆M)는 다음과 같이 빙상의 경계면을 따라 발생하는

물 흐름(water mass flux)의 합산으로 표현할 수 있다

(Seo et al., 2015a).

. (1)

여기서 SMB는 빙상이 대기와 맞닿는 면에서 발생

하는 질량 변동(surface mass balance, SMB)을 가리

킨다. SMB의 구성 요소에는 총 강수(강우+강설, PR)

와 얼음 표면, 만년설(firn), 흩날리는 눈(drifting

snow) 등에서 발생하는 승화(sublimation, SU), drift-

ing snow에 의한 침식(ER), 그리고 melt water run-

off(RU) 등이 있다(van den Broeke, 2019). 남극의

SMB 변화는 대부분을 PR에 의해 결정되며, SU는 부

차적인 요소이다. 또한, ER과 RU의 기여도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다. D는 빙상의 가장자리에서 고체

얼음의 형태(solid ice discharge)로 직접 빠져나가는

질량과 해수와의 접촉 면에서 녹아서 빠져나가는 물의

질량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열과 압력 등에 의

해 발생하는 빙상의 기저 융해(subglacial meltwater)

도 D에 포함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시간에 대한 평균과 그 평균에 대한 편차를 이용하

면 식 (1)을 다음과 같이 다시 쓸 수 있다.

. (2)

여기서 SMB0와 D0는 각각 SMB와 D의 시간 평균을

가리키며, dSMB와 dD는 각 평균에 대한 편차를 뜻한

다. 즉, SMB= SMB0+dSMB와 D= D0+dD이다. 이

때, SMB0와 D0를 계산할 때 적용한 기간을 reference

period라고 한다. Reference period에 걸쳐 식 (2)의

양변을 적분하면 아래와 같은 식을 얻게 된다.

. (3)

여기서 t1과 t2는 reference period의 시점과 종점

을 뜻한다. 따라서 우변의 두번째 항은 0이 되어 사라

지며, 해당 기간 동안의 질량 변화는 SMB0와 D0의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

SMB0는 일반적으로 광역 기후 모델을 사용하여 계

산된다. 다음 섹션에서 본 연구에 사용된 수치 모델에

대해 보다 자세히 소개할 것이다. 반면, D0는 SMB0로

부터 간접적으로 유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약

reference period동안 기후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

는 0의 값을 가진다. 따라서 식 (3)에 의해

D0는 SMB0와 같은 크기를 갖는다. 이는 그린란드 빙

상(GrIS)의 D0를 계산할 때 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

(van den Broeke, 2019). 1990년대까지 GrIS의 질량

은 일정하게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많은 연구에서 이

시기를 reference period의 t2로 사용하였다. van

den Broeke et al.(2009)은 1961-1990을, Fettweis

et al.(2017)은 1980-1999의 기간을 reference period

로 채택하였다. 남극의 경우에는 그린란드와 달리 아

직까지 널리 통용되는 D0나 SMB0를 구하는 방법이

없다. 본 연구에서는 1979년 1월을 t1으로 정하였다.

1983년 12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5년 간격으로

t2를 채택하여 총 6가지의 SMB0를 계산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각 reference period에 대응하는 D0를 구성

(t2=1983인 경우, D005y; 1988, D010y; 1993, D015y;

1998, D020y; 2008, D030y)하여 AIS 질량 변동 분석

에 사용하였다. D025y의 경우, 그 결과가 D020y와 매

우 유사하여 결과에서 생략하였다.

2.3. RACMO Model Outputs

대기와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AIS의 질량

변화를 추정하기 위해, Royal Netherlands Meteoro-

logical Institute (KNMI)에 의해 개발된 Regional

Atmospheric Climate Model(RACMO)을 사용하였다

(Noël et al., 2015). 이 중, RACMO2.3p2는 남극 지

역을 대상으로 하는 가장 최신의 광역 기후 모델로서,

ΔM SMB D–=

ΔM SMB0 δSMB D0 δD+( )–+=

ΔM td
t
1

t
2

∫ SMB0 D0–( ) t2 t1–( ) δSMB δD–( )dt
t
1

t
2

∫+=

ΔM td
t
1

t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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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과 그 주변을 둘러싼 해역을 모델 domain을 삼고

있다. 또한 모델 domain은 27 km 길이의 등 간격

격자를 갖고 있으며, ERA-Interim 재분석장(reanaly-

sis)에 의해 6시간 간격으로 제공되는 기온, 습도, 바람

장, 기압 등을 경계 값으로 입력 받는다(Dee et al.,

2011). 이를 통해 domain내의 각 격자에 대한 PR,

SU, ER, RU 등의 물리량을 1979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한 달 간격으로 산출한다.

2.4. Slepian Localization on SH Domain

본 연구에서는 global coverage를 가진 GRACE

SH자료로부터 남극 지역에 국한된 신호를 추출하거나,

남극에 한정되어 정의된 RACMO 격자 자료를 regional

SH자료로 전환할 때, spherical Slepian functions를

이용하였다. SH함수는 unit sphere상에서 서로 직교하

는 함수들을 basis로 사용한다. 이 때문에 SH 함수를

사용하여 sphere의 일부분(예를 들어, 남극)에 한정되

어 정의된 값을 표현하게 되면 ill-posed problem이

발생한다. Slepian functions(혹은 prolate spheroidal

wave functions)는 구면 상에 주어진 대상 함수를 한

정된 영역과 제한된 차수 내에서 표현할 수 있는 최적

의 orthonormal band-limited functions를 찾아준다

(Slepian, 1983).

우리는 AIS의 해안선 자료(즉, grounded line)를 이

용하여 적분 영역을 설정하고, SH자료에 투영시킬

Slepian function basis들을 60차수까지 계산하였다

(Wieczorek and Simons, 2005). 이때 해양으로 누수

되는 신호를 basis에 포함시키기 위해 해안선을 따라

50-km buffer zone을 적분 영역 내에 포함시켰다

(Harig and Simons, 2012). 또한 적분 영역을 AIS는

물론, 그 하부 분지인 동 남극 빙상(Eastern AIS,

EAIS)과 서남극 빙상(Western AIS, WAIS)에 대해서

도 구성하여 각각에 대한 basis를 계산하였다. 여기서

WAIS는 AP를 포함하는 영역으로 정의하였다. 최종적으

로 우리는 AIS, EAIS, WAIS에 localization된 GRACE

와 RACMO의 regional SH를 얻기 위해, 집중도

(concentration rate)가 높은 basis들만을 사용하여 각

자료의 global SH 계수들을 투영시켰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spatio-spectral optimization의 척도인 Shan-

non Number(SN)를 기준으로 집중도를 판별하였으며,

AIS, EAIS, WAIS의 각 지역에 대해 각각 98, 117,

19의 값을 사용하였다.

3. Results

Fig. 1은 global GRACE SH 자료에 Slepian basis

를 투영하여 계산한 AIS의 질량 변화를 보여준다. 이

때, EAIS와 WAIS의 질량 변화를 함께 도시하여 지역

적인 변동 특성도 동시에 파악하였다. Fig. 1a는 지난

14년 동안(2002.08-2016.08) GRACE가 관측한 AIS

질량 변화의 분지 평균값을 보여준다. 초록색 실선은

AIS 전체 영역에 대한 질량 변화이며, 푸른색과 붉은

색 실선은 각각 EAIS와 WAIS 대한 변화이다. 각 실

선 위에 동일한 색상으로 함께 표현된 파선들은 선형

회귀 분석으로 얻어진 추세선(best fitting line)이다.

회귀 모델로는 2차 다항식(Y=p2X
2+p1X+C)을 사용하

Fig. 1. Monthly AIS mass changes observed by GRACE; (a) Time series of basin average with a best-fitting line, (b) Spatial

distribution of mass change rate estimated from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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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관측 기간의 중앙 시점을 시계열의 시간 기준으

로 조정(centering)하였다. 이에 따라 계수 p1은 회귀

모델을 1차식으로 설정했을 경우의 선형 기울기와 동

일하다. 표에 제시된 회귀 분석의 결과는 95%의 신뢰

구간을 갖도록 나타내었다.

연구 기간 동안 AIS 전 지역에서 총 1,674 Gt(약

120 Gt/yr)의 질량이 손실되었다. 같은 기간 동안

WAIS에서는 약 180 Gt/yr의 비율로 질량이 감소하였

다. 반면에 EAIS에서는 약 67 Gt/yr의 비율로 질량이

증가하여, 질량 변동의 지역적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

타났다. 두 지역은 질량 변화에 포함된 가속도(p2) 항

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EAIS에서 추정된 가속 변화

(+1.1 ± 1.3 Gt/yr2)는 오차 범위 내에 음의 추정치가

포함되어 있어, 통계적으로 큰 의미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WAIS의 질량 손실에서는 -7.0 ± 1.1 Gt/yr2

정도의 뚜렷한 가속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전

체 AIS 질량 변동의 가속 성분(-5.7 ± 1.4 Gt/yr2)이

상당 부분 WAIS에서 발생함을 나타낸다.

Fig. 1b는 GRACE 관측 기간 동안 두 지역의 상반

된 분지평균 질량변화(Fig. 1a)이 어떤 지역을 중심으

로 나타나는 지 보여준다. EAIS의 경우 30oW부터

60oE에 이르는 지역에서 질량 증가가 존재하며, 토튼

빙하(Totten glacier)가 위치한 120oE 부근에서는 약하

지만 뚜렷한 질량 감소가 관측된다. 반면, WAIS에서는

파인 아일랜드 빙하(Pine Island Glacier)가 위치하는

곳(100oW - 115oW)을 중심으로 큰 질량 손실(중심

지역에서 약 400 mm/yr의 손실)이 관측된다. AP에서

는 최근 들어 빙하 유출이 가속되고 있다는 여러 보고

가 있지만(Pritchard et al., 2009; Shepherd et al.,

2012), GRACE의 낮은 관측 해상도로 인한 누수 현상

(Longuevergne et al., 2010)으로 그 영향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WAIS의 내륙 지역에는 강한 양의 질

량 변화가 관측되는데, 이는 실제 질량 증가 신호와

GRACE SH 자료의 제한된 차수 영향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Velicogna and Wahr, 2013). 이와 비슷

하게 AIS 중심부에 존재하는 약한 리플들도 제한된 차

수에 의해 발생하는 깁스(Gibbs) 현상이다.

SMB는 AIS의 질량 변화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그

린란드와 달리 Runoff가 극히 적은 남극에서는 강수

(solid and liquid precipitation)와 승화(sublimation)가

SMB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이다. 즉, SMB에 의한 물

수송 대부분이 빙상 표면과 대기 사이에서 발생한다.

RACMO2.3p2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남극의 광역 기후

모델 중 하나로서, 지표와 대기 사이의 물 질량 교환

을 높은 정확도로 재현한다(van den Broeke, 2019).

Fig. 2는 해당 모델에 의해 계산된 강수와 승화량의 변화

를 1979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한달 간격으로 보

여준다. 해당 기간 동안 AIS는 평균적으로 매달 177 Gt

의 물을 대기로부터 공급 받았다(Fig. 2a의 아래쪽 녹

색 실선). EAIS에서는 매달 106 Gt의 강수가(아래쪽

Fig. 2. RACMO2.3p2 model outputs for precipitation and sublimation; (a) Precipitation (lower) and sublimation (upper);

Their colors are identical to those in Fig. 1a. (b) Same figure but values per unit area, (c) Cumulative of SMB during the

study period, (d) Spatial distribution of SM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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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색 실선) 발생하였고, WAIS에서는 매달 71 Gt의

강수가 발생하였다(아래쪽 붉은색 실선). 동일 기간

AIS에서 대기 중으로 빠져나간 물의 질량은 매달 10.6

Gt으로(위쪽 녹색 실선), 이는 전체 강수량의 6%에 불

과한 수치이다.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EAIS의 승화량은

8.7 Gt/month로 강수량의 약 8.2% 정도를 차지하여,

AIS 평균보다 큰 값을 보였다. WAIS에서는 승화량이

1.9 Gt/month로 강수량의 2.6%에 불과했는데, 이는

AIS 전체와 EAIS의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이다.

전체 빙상(AIS)의 넓이는 1.2 × 107 km2 이며, 이 중

EAIS는 1.0 × 107 km2이다. WAIS는 2.0 × 106 km2

으로 EAIS의 20%에 불과하다. 이러한 면적 차이를 고

려하기 위해, 단위 면적당 강수량과 승화량을 Fig. 2b에

제시하였다. 전체 평균 강수량은 매달 14.76 mm (혹

은 kg/m2)이다(Fig. 2b의 아래쪽 초록색 실선). 이 중

EAIS는 10.64 mm로 평균보다 약간 낮은 값을 보이

는 반면(아래쪽 푸른색 실선), WAIS는 35.23 mm으로

EAIS의 세 배가 넘는 수치를 보였다(아래쪽 붉은색 실

선). 승화량의 경우 전체 평균은 0.88 mm, EAIS는

0.87 mm, WAIS는 0.91 mm로 거의 차이가 없다(각

각 위쪽 초록색, 푸른색, 붉은색 실선). 이는 WAIS에

강수가 집중되는 해안 지역이 비율 상으로 더 높게 포

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Fig. 2c는 지난 39년 동안(1979.1-2017.12) AIS가

대기로부터 공급받은 총 물의 양(PR+SU)을 보여준다.

이 기간 동안 AIS는 77,627 Gt 의 물을 얻었으며,

이를 GRACE의 관측 시기로 한정하면 약 28,058.5

Gt(Fig. 2c의 초록색 실선)이 된다. 같은 기간 EAIS는

1,165 Gt/yr(푸른색 실선)를, WAIS는 825 Gt/yr(붉은

색 실선)의 물을 대기로부터 얻었다. Fig. 2d는 이 기

간 동안 대기에서 유입된 물의 지역적 분포를 보여준

다. 대부분의 질량 유입은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

하며, 특히 서 남극의 해안 지역과 남극 반도의 서쪽

해안을 따라 상당히 높은 유입량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막대한 양의 물 유입은 GRACE에 의해 관측된

빙상 질량의 변화(Fig. 1a)와 큰 차이를 보인다. 이는

SMB를 통해 재현된 빙상 질량의 변화에 포함되지 않은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빙상의 가장 자리에서는 calving

이나 underground-melting의 형태로 소실되는 물의

질량(즉, 식 (1)의 D)이 상당하다. 빙상에서 해양으로

빠져나가는 물의 양은 일반적으로 빙하가 소실되는 지

점의 빙속(ice flow velocity)에 의해 결정된다. 빙속은

직접 관측이나 위성 영상 기법 등을 통해 관측되고,

제한적으로 측정된 혹은 가정된 빙하 두께와의 곱을

통해 총 유출량으로 변환된다(Enderlin et al., 2014).

그러나 이들 방법은 규모가 큰 주요 빙하들을 대상으

로 제한된 기간 동안 관측되거나, 불확실한 빙하 두께

자료의 영향 등으로, 많은 오차가 포함될 수 있다.

Fig. 3은 서로 다른 5가지 reference period에 기반

하여 계산된 빙하 유출량의 분포(Fig. 3의 왼쪽 열)와

그러한 빙하 유출량에 의해 예상되는 AIS의 질량 변화

(Fig. 3 오른쪽 열)를 보여준다. Fig. 3a는 1979년 1월

부터 30년 동안 SMB의 평균값(SMB0)과 상쇄되는

AIS의 빙하 기저 유출량(D030yr)을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Fig. 3a에 제시된 D030yr은 같은 기간에 걸쳐 계

산된 Fig. 2d와 정확히 반대의 값을 보인다. Fig. 3b

는 남극의 빙상이 D030yr의 빙하 유출(Fig. 3a)을 계

속 유지할 경우, SMB의 변화에 의해서 야기되는 AIS,

EAIS 그리고 WAIS의 질량 변화(각각 녹색, 푸른색,

붉은색 실선)를 보여준다. 즉, Fig. 3의 오른쪽 열은

식 (2)의 δSMB에 의해 발생하는 빙상 질량 변화를

나타낸다. 그림 좌측 하단의 붉은색 직선은 SMB0를

계산할 때 참조한 reference period의 기간을 표현한

다. 이 기간 동안 EAIS는 질량이 증가한 후 감소한

반면, WAIS는 감소한 후 증가하였다. 당연히 AIS 전

체로는 질량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이 기

간이 지난 후에는 각 지역별로 빙상의 질량이 개별적

인 변동을 보이기 시작한다. EAIS의 경우는 약 230

Gt이 증가하였으며, WAIS는 대략 500 Gt 정도의 질

량이 급격히 손실되었다가, -250 Gt선까지 회복되었다.

SMB에 의한 빙상의 질량 변화는 빙하 손실량을 정

의하는 방법에 따라 매우 다른 특성을 보인다. Fig. 3c

는 1979년 1월부터 20년 동안(Fig. 3d의 붉은색 기간)

의 SMB0를 토대로 계산된 빙하 유출량(D020yr)이다.

이렇게 계산된 유출량은 Fig. 3a과 차이가 매우 작기

때문에, D030yr 기준으로 한 변화량을 도시하였다.

D030yr와 비교하면, D020yr는 EAIS의 토튼 빙하를

포함한 Victoria Land지역에서 빙하 유출량이 증가되

었으며, WAIS의 파인 아일랜드 빙하 지역과 필크너-론

빙붕(Filchner–Ronne Ice Shelf)의 해안선을 따라 빙

하 유출량이 감소하였다. 비록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지역에 따른 기저 유출량의 변동은 reference period

를 15년(Fig. 3e), 10년(Fig. 3g), 5년(Fig. 3i)으로 정

의하였을 때에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각각의 시

계열(Fig. 3d, 3f, 3h, 3j)을 살펴 보면, Fig. 3b와 마

찬가지로 reference period 동안에는 각 지역의 질량

변화는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reference

period가 지나면 개별적이고 뚜렷한 빙상 질량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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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모든 케이스에서 관찰된다. D020yr과 D010yr을 사

용했을 때의 빙상 질량 변화는 EAIS가 감소했다가 증

가, WAIS가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하는 양상이며, AIS

전체적으로는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패턴을 보인다.

그러나 D015yr에 의한 AIS의 질량 변화는 WAIS에

약간의 변화가 있을 뿐, EAIS를 중심으로 매우 급격한

질량 손실이 나타났다. D005yr의 케이스에서는 EAIS

가 질량이 크게 감소한 반면, WAIS는 꾸준히 질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보았듯이 D0의 작은 차이(Fig. 3 왼쪽 열들의

Fig. 3. (Left column) Distribution maps of D0; The first map is identical to Fig. 2d but with negative sign. The below four

maps are differences from the first one. (Right column) Reginal mass change based on δ SMB in equatio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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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일 참고)는 빙상의 장기적인 질량 변화에 매우 크

게 영향을 미친다. 지난 16년 동안은 GRACE를 통해

AIS의 질량 변화를 직접 관측할 수가 있었다. Fig. 1a와

Fig. 3을 비교하면, 주어진 D0중 D030y가 현재의 AIS

질량 변화와 가장 비슷한 결과를 주는 D0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D030y와 SMB를 통해 계산된(즉,

δSMB ) 질량 변화를 GRACE의 관측값과 직접 비교하

였다. 이를 위해 GRACE 관측 기간 동안 계산된 분

지 질량 변화를 Fig. 4a에 나타내었다. GRACE 관측

값의 경우 관측 기간 동안의 평균이 제거가 되었기 때

문에, SMB에 의한 질량 변화도 동일 기간의 평균을

제거하였다. 이렇게 계산된 결과는 AIS의 경우 초록색

실선, EAIS는 푸른색 실선, WAIS는 붉은 색 실선으

로 나타내었다. 또한 Fig. 1a와 마찬가지로 2차 다항식

을 모델로 한 회귀 분석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함께

제시하였다. GRACE 관측값은 비교를 위해 배경에 굵

은 실선으로 흐리게 표현하였다.

각 지역의 SMB에 의한 중력 변화는 GRACE에 의

해 관측된 질량 변화에 비해 그 크기가 매우 작다.

EAIS의 경우 연간 7.3 Gt의 증가를 보였고, WAIS는

-29.5 Gt/yr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Fig. 1에서

각각 66.9 Gt/yr과 -180.5 Gt/yr의 변화를 보인

GRACE의 관측치와 크게 차이가 나는 수치이다.

Fig. 4b는 SMB의 변화에 의해 발생한 AIS 질량의 지

역적인 변동 패턴을 보여준다. EAIS의 30oW에서

60oE에 이르는 해안 지역에서 질량 증가가 관측되며,

90oE에서 150oE까지의 지역에서는 질량 감소 패턴이

보인다. WAIS의 경우 90oW부터 150oW까지의 지역에

서 질량 감소가 관찰되며, AP에서도 질량 감소가 보인

다. EAIS의 90oE에서 150oE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

하고는 GRACE에 의한 관측값(Fig. 1a)과 매우 유사

하지만, 앞서 시계열(Fig. 4a)에서 확인한 것과 마찬가

지로 질량 변동의 폭이 매우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SMB에 기반의 AIS 질량 변동에 대한 과소 추정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원인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1) Fig. 4a-b를 계산하는 데 사용된 D030yr는 과소

추정되어 있다. 빙하의 실제 기저 유출량보다 D030yr

이 작게 설정된다면, 이를 상쇄시키는 SMB0도 실제보

Fig. 4. AIS Mass change based on δSMB during the GRACE era; (a) Basin averages of SMB mass change based on D030yr

and blurred curves of Fig. 1 for comparisons, (b) Mass change rate map based on D030yr, (c) Same as (a) but based on

modified D0, (d) Same as (b) but with modified 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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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작게 정해진다. 따라서 양(positive)의δSMB 영향이

커지게 되어, 현재 진행 중인 AIS의 질량 손실을 실제

보다 작은 수치로 재현한다. 

2) 만약 D030yr이 실제의 기저 유출량을 잘 반영하

고 있다면, 빙상의 가장자리를 따라 빙하 흐름 속도가

가속되어 빙하 유출량의 증가시켰다고 볼 수 있다. 혹은

앞의 원인과 함께 작용하여 지난 20여 년 간 남극에서

진행되었던 심각한 질량 손실을 발생시켰을 수도 있다.

4. Discussion

우리는 먼저 과소 추정된 D030yr에 의해 SMB기반

의 AIS 질량 변화가 GRACE의 관측 자료와 큰 차이

를 보인다고 가정하고, D0를 수정하여 두 자료 사이의

간격을 줄이고자 시도하였다. 비록 D030yr 기반의 질

량 변화가 실제 GRACE 관측과 큰 차이를 보이지만,

추세와 지역적인 변동은 높은 유사성을 가진다. 따라

서 D030yr에 지역적으로 적절한 가중치를 적용함으로

써 실제 GRACE 관측 값을 재현해 보았다. 우리는

Fig. 1b와 Fig. 4b의 비교를 통해 EAIS의 전역에 일

괄적으로 D030yr의 크기를 4% 감소시켰으며, WAIS의

경우14% 증가시켰다.

Fig. 4c는 새롭게 구성된 D0를 사용하여 계산된 결

과를 보여주고 있다. Fig. 4a와 마찬가지로, 선형 회귀

분석을 통해 AIS, EAIS 그리고 WAIS의 변화율을 추정

하였다. 그 결과, 종전 D030yr 기반의 질량 변화에 비해,

GRACE 관측 치와 비슷한 질량 변화를 보였다. AIS

전체에 대해서는 -19.5 Gt/yr였던 감소율이 -93.3 Gt/yr

로 조정되어, GRACE 관측에 의한 감소율 -119.5 Gt/yr

에 훨씬 근접하였다. EAIS와 WAIS는 질량 변화율이

각각 +51.5 Gt/yr과 -151.4 Gt/yr로 수정되어 GRACE

관측 값인 +66.9 Gt/yr과 -180.5 Gt/yr에 보다 가까

워졌다. Fig. 4d는 이렇게 계산된 질량 변화의 지역적

변화를 보여준다. EAIS에서는 30oW부터 60oE 사이의

해안 지역에 질량 증가가 발생하며, WAIS 지역에서

광범위 한 질량 손실 지역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질량

변화의 분포는 Fig. 1b에서 제시된 GRACE 의 지역

적 질량 변화의 공간 패턴과 매우 유사하다. 따라서

우리는 수정된 D0에 의해 계산된 AIS의 질량 변화가

실제 관측 값을 잘 재현해내고 있으며, EAIS와 WAIS

의 각 지역에서도 질량 변동을 잘 재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와 같은 비교를 GRACE 관측

기간의 전반부에 한정할 경우, 두 자료 사이의 간극이

훨씬 줄어든다는 것이다. 2002년 8월부터 2009년 12

월까지의 기간 동안 GRACE에 의해 관측된 질량 변

화는 AIS와 EAIS, 그리고 WAIS가 각각 -70.4 Gt/yr,

36.9 Gt/yr, -99.0 Gt/yr이었다. 해당 기간의 SMB에

의한 질량 변화는 각 지역에서 -68.3 Gt/yr, 27.9 Gt/yr,

-102.1 Gt/yr로서, 거의 같은 변화율을 보이고 있다.

즉, 전반기의 AIS의 질량 변동은 수정된 D0에 기반한

SMB의 변화로 대부분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또한 GRACE에 의해 2005년 중반부터 2007년

말까지 관측되었던 일시적인 질량 감소의 정체 역시

이렇게 재현된 AIS의 질량 변화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2010년부터 AIS 질량 변화는 우리의 재현값

과 차이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의 D0에 기반

한 SMB 변화는 AIS와 EAIS, 그리고 WAIS가 각각

-113.1 Gt/yr, 43.5 Gt/yr, -161.9 Gt/yr로 변하여 전

반기에 비해 변동의 폭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같은 기

간 GRACE의 관측 결과는 각 지역에서 -149.6 Gt/yr,

62.9 Gt/yr, -204.3 Gt/yr으로 그 변화가 훨씬 큰 폭으

로 증가하였다. 즉, 이 시기의 실제 AIS 질량 변동은

SMB의 변화만으로 설명할 수 없으며, 따라서 빙하 유

출량이 해당 시기 동안 갑자기 증가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AIS의 변동은 앞서 언급하였던 두 번째 원

인에 의해서도 설명될 수도 있다. Sutterley et al.

(2014)는 위성 고도계와 sound radar, GRACE, RAC-

MO2.3을 이용하여 WAIS의 Amundsen Embayment

지역에서 발생하였던 상당한 빙하 질량 감소를 보고하

였다. 그 결과에 따르면 이 지역의 질량 손실은 2003

년부터 2009년 사이에 -15 Gt/yr2이 넘는 가속항을 가

지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이미 1993년 이전부터 시

작되었음을 보였다. 즉, 이러한 빙하 유출량의 감소가

앞서 언급하였던 AIS 질량 변화의 추세를 발생시켰으

며, SMB의 변동은 단지 단기적인 질량 변화만을 야기

하는데 그쳤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5. Conclusions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우

리는 1979년부터 30년 동안의 SMB 평균값을 활용하

여 AIS의 빙하 기저 유출량 D0를 계산하였다. 이는

같은 시기의 SMB0와 상쇄되는 값으로서, AIS 질량

변동에 대한 δSMB에 의한 기여도를 계산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이렇게 재현된 AIS의 질량 변동은 D0

의 부정확성으로 인해 지난 20여년 동안의 GR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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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 값과 차이를 보인다. 이는 reference period로

정의된 1979년부터 30년 동안의 시기가 SMB와 빙하

기저 유출량이 서로 균형을 이룬 기간이 아님을 뜻한

다. 따라서 더 긴 reference period를 확보할 수 있는

광역 기후 모델을 사용한다면, 보다 정확한 SMB0를

정의할 수 있고, 그로부터 δSMB가 AIS 질량 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할 수 있게 된다.

우리는 D030yr에 기반한 SMB의 질량 변화가 실제

GRACE 관측 자료의 공간 패턴과 유사하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지역별로 가중치를 적용한 D0를 새롭게 정의

하였다. 이를 통해 계산된 SMB 기반의 질량 변화는

2002년부터 2010년까지 GRACE 관측 값과 매우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만약 더 긴 기간을

포함하는 남극의 광역 기후 모델이 개발된다면, 이를

통해 계산된 D0와 우리가 수정한 D0의 비교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작업은 GRACE 관측 전반기 동안

SMB와 빙하 유출에 의한 상대적인 기여도를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우리는 2010년 대 이후 가속화된 빙하 유출

량을 보다 정확히 유추해낼 수 있을 것이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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