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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 지역 선정 & SPO 

South Pole Observatory
< 89.98°S, 24.8°W >

NOAA의 ESRL(Earth System Research 

Laboratory) 에 저장된오픈 데이터를

다운로드해 이용

지구온난화에 민감

다양한 연구 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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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요인

오존 전량온실 기체 농도
(CO2, CH4)

기온



“엑셀”을 이용한 데이터 정리

=AVERAGEIFS(F:F,C:C,H3,D:D,I3)
=IF(H2=-999.99," ",H2)

1983-2016 (34개년)
기온, CO2, CH4, O3





“엑셀”을 이용한 회귀분석

1. 정리된 엑셀 데이터 불러오기
2.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각각의 독립변수(오존 전량, 온실

기체 농도) 와 종속변수(기온) 사이의 연관성 측정

오존 P-value : 0.669 메탄 P-value : 0.236 이산화탄소 P-value : 0.687



출처: ‘C3’ sourse:
http://www.nsstc.uah.edu
ftp://ftp.ncdc.noaa.gov



남극 관측소(SPO)의 기온 변화와
오존 전량, 온실 가스 기체 농도를 분석한 결과,

· · · · · 

해수면 온도 변화에 대한
추가 연구 진행 결정

연관성이 없다는 결론 도출

* NASA의 해수면 온도(SST) 위성 관측 데이터 이용
(2003-2016, 총 14개년)



“MATLAB”으로 데이터 해석 -> “엑셀”로 데이터 분석

ncread 함수 -> .nc 파일 해석
xlswrite 함수 -> 엑셀로 작성

경도: 8640개 -> 360개로 만들기 위해 24개씩 평균 계산

위도: 4035개 중 60~90°S에 해당하는 데이터 = 673개 -> 30개로 만들기 위해 22개씩 평균 계산

=IFERROR(AVERAGE(INDIRECT(ADDRESS(ROW(A1),A$363))
:INDIRECT(ADDRESS(ROW(A1),A$363+21)))," ")



“MATLAB”을 이용한 그래프 작성

https://www.mathworks.com/examples/mapping/mw/map-ex90393792-create-south-polar-azimuthal-projectionMathworks 에서 코드 참고





결론

남극 기온 변화
빙하 면적 변화

해수면 높이 변화

온실 기체 농도

기상 조건

해수면 온도

오존 전량



“기후 측정 기간이 짧고 해마다 기후 변동성이 매우 큰 남극과
같은 외진 지역에서는 우리의 기록들이 실제로 아직 인간이 초래한
기후 변화의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주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호주국립대학교 네리리 아브람 교수

“남극 반도의 기후 시스템은 큰 자연적인 변화를 보인다. 그리고 그것은
지구온난화 같은 인간의 신호를 압도할 수 있다.”

-영국 남극 조사단(BAS) 존 터너

남극 일대의 해수온과 기상 조건이
변화하는 매커니즘을 밝혀내는 것

해당 매커니즘에 의해 변화할 미래
기후를 예측하고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

기후 변화 연구의 핵심 과제



Any Qu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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