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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상공의 최신 성층권 오존 변화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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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tmospheric ozone changes temporally and spatially according to both anthropogenic and natural causes. It 
is essential to quantify the natural contributions to total ozone variations for the estimation of trend caused 
by anthropogenic processes. The aims of this study are to understand the intrinsic natural variability of long-term 
total ozone changes and to estimate more reliable ozone trend caused by anthropogenic ozone-depleting materials. 
For doing that, long-term time series for Seoul of monthly total ozone which were measured from both ground-based 
Dobson Spectrophotometer (Beck #124)(1985-2004) and satellite TOMS (1979-1984) are analyzed for selected 
period, after dividing the whole period (1979∼2004) into two periods; the former period (1979∼1991) and 
the latter period (1992∼2004). In this study, ozone trends for the time series are calculated using multiple regression 
models with explanatory natural oscillations for the Arctic Oscillation(AO), North Atlantic Oscillation(NAO), 
North Pacific Oscillation(NPO), Pacific Decadal Oscillation(PDO), Quasi Biennial Oscillation(QBO), Southern 
Oscillation(SO), and Solar Cycle(SC) including tropopause pressure(TROPP).  Using the developed models, more 
reliable anthropogenic ozone trend is estimated than previous studies that considered only QBO and SC as natural 
oscillations (eg; WMO, 1999). The quasi-anthropogenic ozone trend in Seoul is estimated to -0.12 %/decade 
during the whole period, -2.39 %/decade during the former period, and +0.10 %/decade during the latter period, 
respectively. Consequently, the net forcing mechanism of the natural oscillations on the ozone variability might 
be noticeably different in two time intervals with positive forcing for the former period (1979-1991) and negative 
forcing for the latter period (1992-2004). These results are also found to be consistent with those analyzed from 
the data observed at ground stations (Sapporo, Tateno) of Japan. In addition, the recent trend analyses for Seoul 
show positive change-in-trend estimates of +0.75 %/decade since 1997 relative to negative trend of -1.49 %/decade 
existing prior to 1997, showing -0.74 %/decade for the recent 8-year period since 1997. Also, additional supporting 
evidence for a slowdown in ozone depletion in the upper stratosphere has been obtained by Newchurch et al.(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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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성층권의 오존은 태양으로부터 지표에 도달하는 유

해자외선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 인간과 생태계

를 보호하고 있다. 그리고 이 오존층의 변화는 지구 대

기의 복사 에너지 균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

므로 대기 대순환에 직접 관계되고 있다. 그런 이유로 

오존층은 인간이 지구상에 생존할 수 있는 기후환경을 

유지시키고 있다. 1984년 남극 오존 구멍을 처음 발견

한 이후 (Chubachi, 1984; Farman et al. 1985) 지난 

20여 년간 성층권의 오존층 파괴는 국제사회에 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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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scatter plot of total ozone between Dobson 
and Nimbus7 /TOMS observation at Seoul, Jan 1985 
-Dec 2004. The scatter line is the linear regression line.

심을 가지게 하였다. 1987년에는 오존층 보호를 위한 

몬트리얼 의정서를 채택하고 오존파괴물질의 생산 및 

방출을 감축하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MO (2003)
은 오존층 파괴물질인 염소 성분은 앞으로 50년 동안 

계속 성층권에 머물러 있을 것으로 보고 오존층의 회

복은 그 이후가 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오존층 파괴에 

영향을 주는 모든 인자에 대하여 아직도 충분한 원인

과 이해가 부족한 상태이다. 성층권의 오존층이 포함

하고 있는 오존량은 전 대기기둥 안에 포함되어 있는 

오존 전량의 약 90% 이상이 된다. 그러므로 오존 전량

의 변화는 오존층의 오존량 변화를 의미한다. 최근 지

구 오존층의 장기 변화 경향에 대한 세계기상기구의 

발표 (WMO, 2003)에 의하면 1997-2001년 사이의 오

존 전량의 평균값은 1980년 이전의 평균값에 비하여 

북반구 중위도 (35°N∼60°N)에서 3%, 남반구 중위도 

(35°S∼60°S)에서 6%가 낮게 나타났다. 인접 일본에

서는 1957년부터 2002년까지의 오존층 관측 보고서 

(JMA, 2003)에 의하면 4개 관측 지점 (삿보로, 쓰구

바, 가고시마, 나하)중 저위도의 나하 지점을 제외하고 

3개 지점모두 감소 경향을 나타내었다. Cho et al. 
(1994)은 서울의 오존 전량의 주기성과 장기 변화 경

향 (1978-1992)을 Dobson과 TOMS 관측 값으로 분석

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서울 상공의 오존층 변화에 

관한 연구 (Cho et al., 1994, 2003)에 이어 2004년까

지의 최신 관측 자료를 사용하여 오존층 변화에 설명 

가능한 자연적 요인을 모두 제거하고 준 인위적 변화 

경향을 밝히고자 한다. 

2. 자료 및 분석 방법

최근까지 서울 오존 전량의 장기 변화 경향을 분석

하기 위해 오존 전량의 월평균 값의 시계열을 사용하

였다. 관측 기간 중의 결측 자료의 보완과 시계열의 확

장을 위하여 TOMS version 7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Fig. 1는 1985년 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의 기간에 

대해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격자 (37.5°N, 127.5°E)의 

TOMS 자료와 서울의 돕슨 관측 자료를 서로 비교하

였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돕슨 오존 전량과 

TOMS 오존 전량은 선형상관관계가 높으며, 서울 오

존 전량 시계열을 재구성하는데 적당하다. 회귀식의 

기여율 (R2)은 0.91로 나타났으며, 이는 계산된 오존 

전량이 실제 관측 값의 91%를 설명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선형상관 식을 이용하여 1979년 1월부터 

1984년 12월까지 TOMS 자료로부터 돕슨 오존 값을 

계산하고 그 이후부터 2004년 12월까지 돕슨 관측 자

료의 월별 시계열을 Fig. 2와 같이 나타내었다. 서울에

서 오존전량의 장기변화를 전 (前) 연구 (Cho et al., 
1994)에서는 기간 1978-1992년의 자료로 추세, 주기, 
종속 성분의 합으로 설명하고 변화경향을 구한 바 있

다. 이 연구에서는 오존전량에 영향을 주는 자연 진동

(Table 1)을 제거하고 준 인위적 장기변화경향을 분석

하였다. 이들 자연 진동은 북극 진동 (AO, Arctic 
Oscillation), 북대서양 진동 (NAO, Northern Atlantic 
Oscillation), 북태평양 진동 (NPO, Northern Pacific 
Oscillation), 태평양 십년 진동 (PDO, Pacific Decadal 
Oscillation), 준 2년 진동 (QBO, Quasi Biennial 
Oscillation), 남방 진동 (SO, Southern Oscillation), 태
양 활동 (SC, Solar Cycle) 그리고 오존 전량 변동과 종

관 기상장과 관련된 대류권계면의 기압(tropopause 
pressure, 이하 TROPP) 변화이다. Fig. 3은 1958년부

터 2004년까지의 자연 진동 지수들의 시계열을 나타

낸 것이다. 자연 진동 지수의 시계열 분석은 오존 전량 

시계열 분석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방법을 이용하였으

며, TROPP의 경우에는 서울 상공의 자료에서 계절 변

동성을 제거한 아노말리 시계열을 하나의 예시로 나타

내었다. QBO와 태양 주기는 뚜렷한 진동만을 할 뿐, 
감소 또는 증가하는 장기 변화 경향을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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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ime series of the monthly total ozone calculated from TOMS(1979-2004) and measured from Dobson instrument 
(1985-2004) at Seoul.

Table 1. Definition of natural oscillations.

Abbreviation Natural Oscillation Indices Definition

AO Arctic Oscillation 1st EOF mode of SLP in 20N-90N

NAO North Atlantic Oscillation
SLP difference between subpolar and midlatitude regions 
in Northern Hemisphere

NPO North Pacific Oscillation
Area weighted SLP in North Pacific region (30N-65N, 
160E-140W)

PDO Pacific Decadal Oscillation
1st EOF mode of SST anomaly in North Pacific region 
(20N-90N)

QBO Quasi Biennial Oscillation 30 hPa zonal wind at Tropical region (Singapore)

SO Southern Oscillation SLP difference between Tahiti and Darwin

SC Solar Cycle 10.7 cm Solar radiation

TROPP Tropopause pressure Pressure at tropopause level

그러나 이 외의 다른 지수들은 장기간에 걸쳐 증가

(AO, NAO, PDO, TROPP)하거나 감소 (NPO, SO)하
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존 전량의 변화 원인을 이해

하고, 경향 분석 (trend analysis)을 위하여 다중 선형 

회귀 분석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다중 선형 회귀 모형은 오존 전량의 변

화를 설명 가능한 자연 변동 요소와 설명되지 않는 인

위적 변화로 구분하고 이 인위적 변화 경향을 회귀 직

선으로 구한다 (예; Rowland et al., 1989; Bojkov et 
al., 1990, 1995; Harris et al., 1997). 따라서 설명 가능

한 자연 변동성을 얼마나 잘 포함하느냐가 정확한 인

위적 오존 변화 경향을 추정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

다. 한 지점에서의 오존 전량은 다음 식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Ω t= ∑
12

i=1
μ iI i;t+βt+ ∑

k= 1
γ kZ k;t+Nt               (1)

여기서 Ω t : t=1에서 n까지의 오존 전량 시계열(n: 시
계열의 총 개수), 
μ i : i=1에서 12까지의 오존전량의 월별 평균값,
I i;t  =1, i;t=i 인 경우, 그밖에 I i;t =0: 월별 지시 값, 
β : 오존 전량의 변화 경향,
 t=1,2,3,․․․,n : 시계열의 횡축좌표,

Z k;t : 자연 진동 지수의 시계열,
γ k : 회귀 계수,

Nt : 잔차 시계열,
이다. μ i는 오존 전량의 월별 평균값으로 오존 전량의 

계절 변동성을 나타내며, 이는 시계열로부터 결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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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ime series of explanatory natural oscillation indices with the linear fitted line, 1958-2004.

값이다. 변화 경향 β는 설명되지 않는 변수로서 회귀

식의 결과에 의해서 달라진다. Nt는 잔차로서 회귀 모

형에서 주로 자기 상관 함수(autocorrelation function)
로 표현된다. 즉,

Nt=ΦNt-1+e t                                               (2)

이다. 여기서 Φ는 자기 상관 계수, e t는 모든 진동 성

분이 제거된 백색 잡음 (white noise)이다. 따라서 식 
(1)이 오존전량의 변화를 적절하게 설명하게 되면 회

귀식에 의한 불확실성은 감소하고 식 (2)에 표현된 Nt
는 무의미해져 Nt≈e t로 근사할 수 있다. 따라서 회귀

식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 Zk;t는 바로 자연 진

동 지수를 나타내는 항이다. 이 항을 얼마나 적절히 적

용하느냐에 따라 불확실성을 최소로 하면서 보다 정확

한 β값을 추정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회귀 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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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Results of power spectrum analysis for (a) total 
ozone and (b) deseasonalized total ozone at Seoul, 1979- 
2004.

위하여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오존전량의 

시계열에서 계절 변동성과 설명 가능한 자연 변동성을 

제거하고 남은 잔차 시계열( Rt)로부터 선형 회귀 직

선을 구하고 직선의 기울기( β)로부터 오존 변화 경향

을 계산하였다.

R t=Ω t- ∑
12

i=1
μ iI i;t- ∑

k= 1
γ kZ k;t=βt+Nt      (3)

선형회귀곡선의 경향은 그 회귀 곡선의 시작과 끝 지

점에서 나타나는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Newchurch 
et al., 2003; Svendby and Dahlback, 2004). 즉, 오존 

변화 경향이 어느 한 기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게 된

다면, 그 이후의 변화 경향은 실제의 변화 경향을 잘 나

타내지 못하며 편향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 한 기

점으로부터 기간을 구분하여 분석한다고 할지라도 의

미 있는 장기 선형 변화 경향을 구하기에는 그 기간이 

짧을 수 있다. Newchurch et al. (2003)은 1979년부터 

1996년까지의 오존전량의 변화 경향 회귀식으로부터 

1997년에서 2003년까지의 오존전량의 잔차를 계산하

여,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인 1997년부터 2003년까지

의 잔차 누적 합산에 의하여 오존 변화 경향을 구하였

다. 이와 같은 분석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대해서 

과거의 변화 경향에 비해 최근의 변화 경향이 나타내

는 특징을 알아낼 수 있고, 1990년대 후반부터 나타나

는 오존량의 회복 추세를 어느 정도 통계적으로 설명

할 수 있다. 그러나 앞 기간에서 나타나는 오존 변화 경

향과 후반기의 변화 경향이 서로 다를 경우에 그에 따

른 후반기의 변화 경향은 다소 과장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앞 기간의 월평균 값으로부터의 잔차를 

누적합의 지속성으로 최근의 변화 경향을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토의

3.1 오존 전량과 자연 진동의 주기

오존 전량의 주기 분석을 위하여 멱 분광 분석을 실

시하고 그 결과를 Fig. 4(a)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

는 바와 같이, 서울 오존 전량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1
년 주기가 가장 우세하고 그 외에 4 개월과 2.5 개월의 

주기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오존 전량에 

대한 주기성은 과거의 연구 결과에서도 밝혀진 바 있

다. 조희구 등 (1994)은 1979-1992년 기간에 대한 일

별 오존 전량 자료를 이용하여 12.16 개월, 21.21 개월, 

그리고 4.06 개월의 주기가 존재함을 보였고, 백선균

(2002)은 1958-2001년 기간의 월별 자료로 12 개월, 4 
개월, 그리고 2.6 개월의 대표 주기가 존재함을 보였

다. 1년 주기는 오존 전량의 계절 변동을 의미하고, 약 

21 개월의 주기는 QBO에 의한 오존 전량의 변동을 의

미한다. 4 개월 주기에 대하여 Thompson et al. (2000)
은 겨울철 (1-3월)과 여름철 (6-8월)의 오존 변화 위상

이 거의 같음을 보였다. 이들은 북반구 겨울철 극 와동

은 중․고위도 오존 전량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

으며, 이로 인한 겨울철 오존 전량의 감소는 일정 기간 

메모리를 가지며 그 해 여름철 오존 전량의 감소에도 

기인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겨울철과 여름철은 같은 

위상을 가지고 오존 전량이 변동하며 이것이 4 개월의 

주기를 만든 것으로 설명하였다. 한편 계절 효과를 제

거한 시계열의 멱 분광 분석을 Fig. 4(b)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1년 주기 계절 변동성이 뚜렷

하게 감소된 것을 알 수 있고, 1.7년의 주기가 우세하

게 나타났다. 1.7년 주기는 QBO에 의한 변동성을 나

타내는 것이다. 백선균 (2002)에서 나타난 22년, 1.8년

과 비교해볼 때 QBO에 의한 변동성은 비슷한 주기를 

나타내고 있지만, 10년 규모의 변동성을 분석하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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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Best time lag and time lag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total ozone anomaly at 
Seoul and natural oscillation indices.

Natural Oscillation
Indices

Best Time lag Correlation Coefficient

P2
(1979-1991)

P3
(1992-2004)

P2
(1979-1991)

P3
(1992-2004)

SO +10 +5 -0.235
**

0.205
**

QBO -11 -7 0.199** 0.315**

SC -15 +6 0.172
*

0.132
*

AO -1 -1 -0.334
**

-0.370
**

NPO 0 -12 -0.243
**

0.260
**

PDO +13 -11 0.245** -0.187**

NAO +14 -1 -0.272
**

-0.194

TROPP 0 0 0.502
**

0.374
**

**
 significant at 99% confident level.

*
 significant at 95% confident level.

전체 분석 기간이 짧다. 따라서 서울 오존 전량의 장기 

시계열에서 10년 규모의 변동은 유의한 시그널을 나타

내고, 이는 오존 전량의 장기 변동을 일으키는 주요 모

드로 생각된다. Fig. 5의 자연 진동 멱 분광 분석 결과

에서는 QBO와 태양 주기는 각각 2.3년과 11.7년의 뚜

렷한 주기만을 가진 반면, 다른 자연 진동 지수들은 여

러 주기 성분이 중첩된 모습으로 나타났다. AO와 

NAO는 주기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른 자연 

진동 지수들의 주기는 백선균 (2002)의 여러 주기 성

분의 중첩된 결과와는 비슷하지만 최대 값을 나타내는 

주기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이러한 자연 진동 지수

의 주기와 오존 전량과의 주기를 비교하여 보면 흥미 

있는 결과가 나타난다. 동아시아 오존 전량의 22년 주

기는 AO, NAO, 그리고 NPO의 22년 주기와 일치하

며, 북미 및 유럽에 나타난 44년 주기는 PDO, SO의 

44년 주기와 일치하고, 북미와 유럽에 나타난 8∼9년 

주기는 AO, NAO에도 나타난다. 또한 북미와 유럽에 

나타난 3∼4년 주기는 PDO, NPO, SO에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AO와 NAO는 2.3년의 QBO 모드와 비슷

한 2.6년의 우세 주기를 가지고 있다. 중앙아시아의 오

존 전량에 나타난 11년 주기는 태양 주기와 일치한다

(백선균, 2002). 

3.2 오존 전량과 자연 진동과의 시차 상관

서울의 오존 전량과 자연 진동 지수와의 시차 상관 

분석 (time lag correlation analysis)을 위해 계절효과

를 제거한 오존 전량의 잔차 값과 8개 자연 진동 지수

를 사용하여, 전 기간 (1979-2004)에 대한 결과를 Fig. 
6에 표시하였다. 시차 상관 값은 월 단위의 시차를 나

타내고, 음의 시차는 자연 진동 지수가 오존량 변화보

다 선행함을 의미한다. 또한 계산된 상관 계수의 유의

성을 95% 신뢰구간 (confidence limit)으로 표시하였

다. Fig.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월시차에 따르는 상관계

수의 값이 다르다. 특히 QBO의 경우는 규칙적으로 거

의 -8, +4, 그리고 +16개월의 월차로 상관성이 높다. 
이 상관계수가 제일 높은 시차의 상관계수를 최적 시

차상관계수로 선택하였다. 전반기와 후반기의 최적상

관분석결과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이 표에서 계절 

효과를 제거한 오존 전량 아노말리 (잔차) 시계열과 자

연 진동 지수의 상관관계는 전 기간에는 SO와 SC를 

제외한 모든 지수, 전반기에는 SC와 TROPP를 제외한 

모든 지수, 그리고 후반기에는 모든 지수들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보였다. 오존 전량의 계절 변동

과 경년 변화에 영향을 주는 자연 진동들은 기간에 따

라 달라지고, 같은 지수라고 하더라도 기간에 따라 일

정하지 않은 시차 간격을 두고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연 진동들이 오존 전량의 

경년 변동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도록, 기간에 따라 다

른 시차상관을 적용하였다. 최적화된 시차를 적용하였

을 경우, 대부분의 자연 진동 지수에서 유의한 상관관

계를 나타냈으며, AO와 TROPP의 경우에는 모든 기

간에 대해 각각 -1 개월과 0개월에서 지속적으로 유의

한 상관 계수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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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Results of power spectrum analysis for natural oscillation indices. The numbers mean the dominant periods(year) 
of the time series.

3.3 오존 전량의 변화경향
3.3.1 장기변화

3.3.1.1. 서울

1979-2004년까지의 변화경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먼저 월평균 오존전량으로부터 계절 효과를 제거한 잔

차 시계열을 사용하여 다중회귀 최적모형으로 장기변

화 경향을 분석한 결과를 Fig. 7에 나타내었다. 1979- 
2004년의 전 기간 (1979-2004)에는 -1.32 DU/dec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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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O                                     SO  

       QBO                                         SC

        NAO                                    NPO 

        PDO                                     TROPP  

 

Fig. 6. Time-lag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deseasonal total ozone for Seoul and natural oscillations (1979-2004). 
Lag number indicates time lag in 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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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Long-term trend of deseasonalized monthly total ozone (a) period 1979-2004, (b) periods, 1979-1991 and 
1992-2004.

-0.41 %/decade 의 장기변화경향을, 그리고 전반기

(1979-1991)와 후반기 (1992-2004)로 나누었을 때는 

각각 -15.86 DU/decade, -4.90 %/decade 와 3.48 
DU/decade, 1.07 %/decade의 변화경향을 각각 보였

다. 이와 같이 전 기간의 경향은 약간 감소하고 있다. 
전반기에 해당되는 전 연구 (조희구 등, 1994)에서는 

1978-1992 기간에서 -3.77%/decade 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와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분석방법과 자료

기간의 차이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전반

기는 현저하게 감소하나, 후반기에는 오히려 증가한

다. 이 최근의 증가 경향은 성층권 오존 파괴 물질과 에

어러솔의 감소가 화학적 오존 파괴를 완화시켰다고 설

명할 수 있다. 1992년을 기점으로 기간을 구분한 이유

는, 1992년 이후 서울의 오존 전량이 증가 경향을 보이

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북반구 중위도의 다른 지역

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Staehelin et al., 2001; WMO, 
1999), 1991년 6월 발생한 피나투보의 화산 폭발 시점

은 오존 변화의 분기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간 1992-1993년의 값이 1980년 전의 값보다 5%가 

더 적어 1960년대 중반 이후 관측 값 중에 가장 낮았다

(WMO, 2003). Fig. 8은 전반기와 후반기의 월평균 오

존전량을 비교한 것이다. 전반기와 후반기의 연평균 

오존전량은 각각 323.5 DU와 323.9 DU로 나타나 거

의 차이가 없는 반면, 월평균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즉 

후반기에서의 오존전량은 전반기에 비해 여름/가을철

(5∼11월)에는 증가한 반면, 겨울/봄철 (12∼4월)에는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존 전량의 계절 

변동은 대류권의 간섭에 의한 파동의 상층 전파

(Charney and Drazin, 1961; Andrews et al., 1987)와 

이에 따른 성층권 자오 순환의 변동으로 설명된다(예; 
London, 1985; Tung and Yang, 1988b). 

오존전량과 자연 진동 지수와 시차상관 분석을 통

하여 최적 선형 회귀 모형 (linear regression model, 
LRM)을 얻은 결과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식 (1)의 

LRM에서 오존전량의 변화를 계절 변동성분과 자연 

진동 성분, 인위적 (화학적) 변화 성분의 합으로 표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합으로부터 계절 변동과 자연 

진동 성분을 제하고 인위적 변화 경향을 계산한다. 
LRM 0은 계절 효과만 제거한 시계열에서 경향 분석

한 결과이다. LRM 1은 WMO (1999)에서 수행한 방

법과 같은 방법으로 LRM 0에 QBO와 SC의 두 성분

을 추가하여 일정한 시차 상관을 적용하였다. LRM 2
는 LRM 1에 SO의 자연 진동을 포함시켜 최적 시차 

상관을 적용한 것이다. 그리고 LRM 3은 LRM 2에 

AO, NPO, PDO, TROPP와 NAO 자연 진동 성분을 

추가시켜 사용하였으며 이들을 각각 최적화시킨 시차 

상관을 적용하였다. 그러므로 LRM 3은 자연 진동 효

과를 제일 많이 제거하였으므로 이 모형에 의한 오존

의 변화 경향은 인위적 변화 경향에 제일 가깝다. 이상

과 같이 네 종류의 LRM을 사용하여 오존전량 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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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omparison of monthly mean total ozone for 1979-1991 and 1992-2004.

Table 3. Different linear regression models(LRMs) using different variables. 

LRM

Selected Variables

P1
1979∼2004

P2
1979∼1991

P3
1992∼2004

0 (monthly mean) (monthly mean) (monthly mean)

1 QBO_m10  SC_0 QBO_m10  SC_0 QBO_m10  SC_0

2
SO_c
QBO_c    SC_c 

SO_p10
QBO_m11  SC_m15 

SO_p5
QBO_m7   SC_p6 

3

AO_m1    SO_c
QBO_c     SC_c
NPO_c     PDO_c
TROPP_0  NAO_c

AO_m1    SO_p10
QBO_m11  SC_m15
NPO_0     PDO_p13 
TROPP_0   NAO_p14

AO_m1    SO_p5
QBO_m7   SC_p6
NPO_m12   PDO_m11 
TROPP_0  NAO_m1

LRM 0 : Deseasonalized total ozone.
LRM 1 : WMO (1999) variables without optimal time lag
LRM 2 : Using conventional variables with optimal time lag
LRM 3 : Using all variables with optimal time lag that is suggested in this study

서 자연 진동에 의한 효과를 제거하고 변화 경향을 계

산한 결과를 Table 4에 나타내었다. 이 Table에서 나타

난 바와 같이 자연 진동 성분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LRM의 기여율과 오존 변화 경향은 차이가 있다. 이 

표에서 R2는 LRM의 유효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기

여율을 의미한다. 그리고 다중 회귀 분석의 경우에 기

여율은 설명 변수의 수를 늘릴수록 커지기 때문에, 무
의미한 변수를 설명 변수로 사용했을 때에는 기여율이 

내려가도록 자유도 (degree of freedom)로 조정한 기

여율이 사용되는데, 이것을 자유도 조정 기여율이라고 

하고 R*2으로 표시하였다. 이들 LRM의 유효성은 모든 

모형에서 80%이상을 나타냈다. LRM 3의 경우 LRM 
1이나 LRM 2에 비해 약 5-8 %정도로 기여율이 높게 

나타나 LRM 3이 오존전량의 인위적 변화경향을 더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에서 전 기간 (1979-2004)에서 계절 효과만 

제거한 경우 (LRM0)에는 약 -0.41 %/decade의 감소

를 나타내었으며 (Fig. 7), 자연 진동을 고려한 LRM 1
에서는 약 -0.29 %/decade의 감소를, LRM 2와 LRM 
3은 각각 -0.22 %/decade, -0.12 %/decade의 감소를 

각각 나타내어 자연 진동 성분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율

이 완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9). 한편 계절 효과

만을 제거한 오존전량의 변화는 전반기(1979- 1991)에 

-4.90 %/decade, 후반기 (1992-2004)에 +1.07 %/dec-
ade로 나타내어 전반기에는 감소, 후반기에는 증가 경

향을 나타내었다. 기간 1985-2000에 대하여 +0.77 
%/decade로 나타나 (Cho et al., 2003) 기간에 따라 차

이가 있다. 계절 효과 외에 다른 자연 진동 성분을 고려

한 실험에서 전반기에 LRM 1에서 -4.96 %/decade와 

LRM 2에서 -4.67 %/decade로 큰 차이가 없고, LRM 
3에서는 -2.39 %/decade로 나타나 앞의 두 LRM에 비

하여 감소 경향은 약 2.5 %/decade 로 완화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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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The comparison of trends which are calculated using different LRMs for a period of 1979-2004 at Seoul; 
(a) LRM 1, (b) LRM 2, (c) LRM 3.

Table 4. Results of estimated trend at Seoul using different linear regression model(LRM) for each period.

LRM R2 R*2 Trend 
(DU/decade)

Trend 
(%/decade)

P1 (1979∼2004) Annual Mean=323.7 DU

0 -1.32 -0.41

1 0.824 0.816 -0.95 -0.29

2 0.833 0.825 -0.72 -0.22

3 0.891 0.884 -0.38 -0.12

P2 (1979∼1991) Annual Mean=323.5 DU

0 -15.86 -4.90

1 0.827 0.811 -16.07 -4.96

2 0.834 0.818 -15.12 -4.67

3 0.910 0.898 -7.73 -2.39

P3 (1992∼2004) Annual Mean=323.9 DU

0 3.48 1.07

1 0.844 0.829 3.32 1.03

2 0.850 0.836 1.12 0.34

3 0.899 0.885 0.34 0.10

* : degree of free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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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Same as Fig. 9 except for the two different periods; 1979-1991 and 1992-2004.

로 나타났다. 반면에 후반기에서는 LRM 1에서 +1.03 
%/decade로 계절 효과를 제거한 LRM 0의 변화경향

과 비슷하였고, LRM 2의 +0.34 %/decade와 LRM 3
의 +0.10 %/decade로 증가하는 경향이 감소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Fig. 10).

3.3.1.2 일본 관측 지점과의 비교

LRM에 따른 변화 경향을 서울 이외의 다른 일본 관

측지점 Sapporo (STN#12; 43.1°N, 141.3°E), Tateno 
(STN#14; 36.1°N, 140.1°E), Naha (STN#190; 26.2°N, 
127.7°E)과 비교한 결과를 Table 5에 나타내었다. 전 

기간 (1979-2004)에 Naha를 제외하고 Sapporo와 

Tateno는 LRM 0에서 LRM 3으로 달라짐에 따라 오

존 전량의 감소율이 서울과 마찬가지로 완화되고 있으

며 대체로 이 감소율은 Cho et al. (2003)이 한반도 전

역에 대하여 밝힌 바와 같이 고위도 일수록 크게 나타

났다. 자연 진동 성분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율이 완화

됨은 이 들 자연 진동이 증가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의미한다. Naha의 경우는 LRM에 따라 +0.4∼+0.7 
%/decade로 모두 증가하였다. 전반기 (1979-1991)에
는 네 지점 모두 감소 경향을 나타내고 LRM 0에서 

LRM 3으로 자연 진동 성분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율

이 거의 완화되었다. 전반기 역시 감소율의 완화는 이 

들 자연 진동이 증가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의미한

다. 이 감소율은 역시 고위도로 갈수록 크게 나타났다. 
후반기 (1992-2004)에는 변화 경향이 반대로 네 지점 

모두 증가 경향을 나타내고 LRM 0에서 LRM3으로 

달라짐에 따라 증가 경향이 완화되었다. 이 완화는 자

연 진동 성분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 경향이 증가함을 

뜻한다. 이 들 자연 진동 성분의 각 효과를 Table 6에 

나타내었다. 이 Table에 의하면 전 기간에 QBO와 SC
성분은 관측 지점에 따라 +0.12∼+0.29 %/decade로 

증가 효과를 나타내었다. SO성분은 그 효과는 작은 편

이지만 서울의 +0.07 %/decade를 제외하고 일본의 세 

관측지점에 따라 -0.02∼-0.08 %/decade로 고위도로 

갈수록 크고 모두 음의 효과를 나타내었다. 계절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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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Net effects of natural oscillation on ozone trend.
                                                                             %/decade)

Station
QBO, SC SO

AO,NPO,
PDO,TROPP 
NAO

SO,AO,NPO,
PDO,TROPPNAO

All

M(1)-M(0) M(2)-M(1) M(3)-M(2) M(3)-M(1) M(3)-M(0)

1979-2004

Seoul +0.12 +0.07 +0.34 +0.41 +0.53

Sapporo +0.23 -0.08 +0.62 +0.54 +0.77

Tateno +0.29 -0.03 +0.06 +0.03 +0.32

Naha +0.27 -0.02 -0.16 -0.18 +0.09

1979-1991

Seoul -0.06 +0.29 +2.28 +2.57 +2.51

Sapporo -0.13 +0.78 +1.38 +2.16 +2.03

Tateno -0.09 +0.20 +0.60 +0.80 +0.71

Naha -0.01 +0.12 +0.26 +0.38 +0.37

1992-2004

Seoul -0.04 -0.69 -0.24 -0.93 -0.97

Sapporo -0.48 -1.08 +0.39 -0.69 -1.17

Tateno -0.46 -0.33 +0.19 -0.14 -0.60

Naha -0.62 -0.51 -0.30 -0.81 -1.43

Table 5. Total ozone trends for different models and time intervals.

Station
Trend(%/decade)

Model(0) Model(1) Model(2) Model(3)

1979-2004

Seoul -0.41 -0.29 -0.22 -0.12

Sapporo -2.16 -1.93 -2.01 -1.39

Tateno -0.91 -0.62 -0.65 -0.59

Naha +0.41 +0.68 +0.66 +0.50

1979-1991

Seoul -4.90 -4.96 -4.67 -2.39

Sapporo -3.52 -3.65 -2.87 -1.49

Tateno -1.65 -1.74 -1.54 -0.94

Naha -1.42 -1.43 -1.31 -1.05

1992-2004

Seoul +1.07 +1.03 +0.34 +0.10

Sapporo +3.26 +2.78 +1.70 +2.09

Tateno +1.05 +0.59 +0.26 +0.45

Naha +3.51 +2.89 +2.38 +2.08

Remarks: Sapporo (43.1oN, 141.3oE), Seoul (37.6oN, 126.9oE), Tateno (36.1oN, 140.1oE), Naha(26.2oN, 127.7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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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a. Monthly average ozone residuals and linear trend. Residuals(LRM 0) are obtained by subtracting the seasonal 
term from ozone series(LRM 0) The line indicates the ozone trend calculated from observations for 1979-1991 and 
forecasted linearly afterward(upper panel). Cumulative sum of residuals(lower panel). 

를 제외한 8개의 자연 진동 성분은 앞에서 암시한 바와 

같이 전 기간에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감에 따라 +0.09 
∼+0.77 %/decade로 네 곳의 관측 지점 모두 양의 효

과를 나타내었다. 전반기에는 QBO와 SC성분이 네 지

점 모두 음의 효과 (-0.01∼-0.13 %/decade)를 나타내

고 SO성분을 포함한 모든 성분의 종합 효과는 모두 양

의 효과 (+0.37∼+2.51 %.decade)를 나타냈다. 그리

고 후반기에는 QBO와 SC는 역시 음의 효과 (-0.04∼
-0.62 %/decade)를 나타내고 SO 성분은 전반기와 반

대로 음의 효과 (-0.33∼-1.08 %/decade)를 나타내었

다. 8개 자연 진동 성분의 종합은 음의 효과 (-0.60∼
-1.43 %/decade)를 보였다. 이와 같이 이 들 자연 진동

의 종합 효과는 전 기간은 양의 효과, 전반기는 비교적 

강한 양의 효과 그리고 후반기는 음의 효과를 나타내

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오존 전량의 장기 변화에 자연 

진동의 메커니즘이 전반기와 후반기에서 서로 상반되

고 있음을 의미한다.      

3.3.2 최근변화  

앞 절에서 밝힌 바와 같이 오존 전량의 장기 변화 경

향은 전반기 (1979-1991)에 감소하고 후반기 (1992- 
2004)에 증가하였다. 여기에서는 후반기의 증가 경향

을 더 자세히 분석하기 위하여 전반기를 1차 모형기간

(model period, 1979-1991)으로 하고 이 모형 기간에 

대하여 후반기를 1차 시험기간 (test period, 1992- 
2004)으로 하였다. 그리고 2차 모형기간 (1979-1996)
을 택하고 이 모형기간에 대하여 2차 시험기간(1997- 
2004)을 택하였다. 이 두 시험기간에 대하여 오존 잔차 

누적 합의 자기 지속법 (self-consistent manner using 
cumulative sum)으로 최근 변화 경향을 각각 평가하였

다 (Reinsel, 2002; Newchurch et al. 2003). Fig. 11a
의 위 그림에서 1차 모형기간 (1979-1991)의 월별 평

균 오존 전량으로 1979-2004년까지 월별 오존 전량을 

뺀 잔차 오존량을 구하고 이 1차 모형기간의 잔차 시계

열을 이용하여 1차 회귀 직선을 구하였다. Fig. 11a의 

아래그림은 잔차 시계열에서 잔차 오존 전량을 전 기

간 (1979-2004)에 누적 합산 한 것이다. Table 4의 후

반기 (1992-2004)에서 LRM에 따라 오존 변화 경향은 

자연 진동의 성분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 경향이 감소

함을 앞 절에서 보았다. 자연 진동 성분이 제일 많이 포

함된 LRM 3 (Fig. 11b)에서 증가경향이 가장 낮다. 즉 

변화경향은 모형기간의 -1.90 %/decade로부터 시험기

간의 +0.89 %/decade로 변하여 1992년 이후에 +2.79%
가 증가하였다. 따라서 Fig. 11a와 11b의 잔차 누적 합

에 의하여서도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잔차 누적 

합은 Fig. 11a의 LRM 0에서는 시험 기간의 2000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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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b. Same as Fig. 11a except for LRM 3.

부터 양의 값으로 증가하였으나 Fig. 11b의 LRM 3은 

시험기간에 음의 값으로 계속 감소하였다. 이 경향은 

모형기간에서 1980년대 후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오존 잔차 누적의 합의 감소가 지속적으로 시험기간에

서도 계속 되었기 때문이다. 즉 1차 시험기간(1992- 
2004)의 잔차 누적합은 LRM 0부터 LRM 3으로 감에 

따라 음의 값이 강하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이 기간은 

자연 진동들의 순 효과가 증가 경향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같은 방법으로 LRM 3에서 2차 모

형기간 (1979-1996)에 대한 2차 시험기간 (1997-2004)
의 오존 잔차 시계열의 변화 경향은 -1.49 %/decade로
부터 -0.74 %/decade로 변하여 1997년 이후에 +0.75 
%/decade가 증가하였다. 따라서 잔차 누적 합은 Fig. 
12b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LRM 0으로부터 LRM 
3에 이를 때 까지 계속 거의 0에 가까웠다. 그러므로 2
차 시험기간은 8개의 자연 진동 성분의 효과가 서로 상

쇄되거나 감소되어 변화 경향에 미치는 순 효과가 약

화되고 있음을 뜻한다. 이와 같이 1차 모형기간(1979- 
1991)의 감소 경향은 1차 시험기간 (1992-2004)에서 

유지되지 않고 증가 경향으로 뚜렷하게 나타났으나 2
차 모형기간 (1979-1996)의 상대적 감소 경향은 2차 

시험기간 (1997-2004)에서도 지속되나 그 감소율은 

서서히 완화되고 있다. 이 결과는 상층 오존량의 감소

율이 1997년 이후 전 지구적으로 서서히 줄어들고 있

다는 Newchurch et al. (2003)의 연구 결과와 거의 일

치 한다. 

4. 요약 및 결론

서울에서 Dobson 오존 분광기로 관측한 오존 전량

(1985-2004)과 위성 TOMS에서 관측한 오존 전량

(1979-1984)을 합하여 잔차 오존 전량의 변화 경향을 

분석하였다. 경향 분석에 월평균 오존 전량의 시계열

을 전 기간 (1979-2004), 전반기 (1979-1991)와 후반

기 (1992-2004)의 세 기간으로 나누었다. 이 연구에서 

오존 전량의 변화는 계절 효과와 8개 자연 진동 (AO, 
NAO, NPO, PDO, QBO, SO, SC, 와 TROPP)의 영향

을 받는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오존 전량으로부터 계

절성분, 자연 진동 성분 그리고 오차 항을 제외한 잔차 

시계열에서 준 인위적 변화경향을 세 기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각 자연 진동 성분과 오존 전량

과 시차 상관 분석을 한 후에 오존 전량의 최적 다중회

귀 모형을 구하였다. 이 다중회귀 모형에서 포함하고 

있는 자연 진동 성분의 수에 따라 네 모형 (LRM 0, 
LRM 1, LRM 2 와 LRM 3)을 구축했다. LRM 0 의 모

형은 계절 효과만, LRM 1은 계절효과 외에 QBO와 

SC 성분까지만, LRM 3은 모든 자연 진동 성분을 제거

한 모형들을 의미한다. LRM 1 모형은 현재 많이 사용



116 서울 상공의 최신 성층권 오존 변화 경향

Fig. 12a. Monthly average ozone residuals and linear trend. Residuals(LRM 0) are obtained by subtracting the seasonal 
term from ozone series(LRM 0) The line indicates the ozone trend calculated from observations for 1979-1996 and 
forecasted linearly afterward(upper panel). Cumulative sum of residuals(lower panel). 

Fig. 12b. Same as Fig. 12a except for LRM 3.

하고 있는 WMO 표준 모형에 속한다 (WMO, 1999). 
그리고 LRM 3의 변화 경향은 인위적 변화 경향에 가

깝다. 서울의 오존 전량 변화경향은 LRM 3에서 전 기

간 (1979-2004), 전반기 (1979-1991) 그리고 후반기

(1992-2004)에 대하여 -0.12 %/decade, -2.39 %/dec-

ade와 +0.10 %/decade로 각각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전 

기간의 장기 변화 경향은 아직도 비교적 약한 감소를 

나타냈다. 그러나 전반기에는 강한 감소를 후반기에는 

약한 증가 경향을 나타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일본 

Sapporo와 Tateno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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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회귀 모형에 일반적으로 많이 포함시키고 있는 

자연 진동 성분 QBO와 SC의 효과는 오존 전량의 변

화 경향에서 전 기간 (1979-2004)에 +0.12 %/decade 
나타났다. 그러나 전반기 (1979-1991)와 후반기(1992- 
2004)에 -0.06 %/decade와 -0.04 %/decade로 각각 나

타났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 언급된 모든 자연 진동의 

효과는 전 기간에 +0.53 %/decade 그리고 전반기와 

후반기에는 +2.51 %/decade와 -0.97 %/decade로 각

각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전 자연 진동의 종합 효과는 전

반기와 후반기에 따라 오존 전량 변화에 서로 다른 메

카니즘이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후반

기를 후반 전기 (1992-1996)와 후반 후기 (1997-2004) 
시험기간으로 분리하여 전반기 (1979-1991)와 (1979- 
1996)의 모형기간에 대하여 잔차 누적 합의 자기 지속

성으로 최근의 오존 변화 경향을 분석하였다. 1차 모형

기간 (1979-1991)의 감소 경향은 1차 시험기간 (1992- 
2004)에서 계속 유지되지 않고 증가 경향으로 변하였

다. 그러나 2차 모형기간(1979-1996)의 -1.49 %/dec-
ade 감소 경향은 2차 시험기간 (1997-2004)에서 -0.74 
%/decade로 1996년 이후에 +0.75 %/decade만큼 증가

하였다. 그러므로 최근 오존 변화 경향은 그 감소율이 

서서히 완화되었다. 이와 같이 오존 변화 경향은 후반

기 (1992-2004)에서 증가를 나타내었으나 최근 (1997- 
2004)에는 과거 (1979-1996)의 감소 경향을 계속 유지

되고 있으나 그 감소율은 서서히 완화되고 있다. 이 결

과는 최근 오존층의 감퇴율이 서서히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Newchurch et al. (2003)의 연구 결과와 

일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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