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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니뇨 예측에 중요한 것으로 알려진 전조 현상으로서의
엘니뇨 최고조 1 년 전 열대 서태평양 웜풀 상층(5oS-5oN,
130o–160oE, 0-250m) 양의 수온 이상치 발생 원인 규명을
위해 열수지 분석과 cyclostationary 경험 직교 함수(CSEOF)
분석을 수행하였다. CSEOF 분석 결과로 열대 서태평양 웜풀
상층 수온 자료를 재구성한 결과, 지구온난화 모드(제 1 모드)와
저주파 변동 모드(제 2 모드)에서는 위와 같은 현상이 잘
나타나지 않았지만 경년 진동 모드(제 3 모드)에서 엘니뇨 발생
약 1 년 전 양의 수온 이상치를 보였다. 경년 진동 모드에서
양의 수온 이상치가 나타나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바람응력,
열수지 분석항들(열 저장률, 표층 순 열속, 그리고 열 이류)을
경년 진동 모드로서 재구성했다. 이로부터 엘니뇨 발생 약 1 년
전 서태평양 웜풀 해역 상층 양의 수온 이상치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경년

변동

모드에

의한

동풍과

침강하는

고온수에 의한 열 저장률 증가를 제시할 수 있었다.

주요어 : 엘니뇨, 열대 서태평양 웜풀, CSEOF, 열수지 분석,
바람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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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엘니뇨 용어는 페루와 에콰도르 해안을 따라 남향하는 고온의
해류에서 기원하였다. 이 현상이 12 월 말경에 발생하기 때문에
스페인

어로

아기예수를

것이다(Trenberth

1997).

뜻하는

엘니뇨로

엘니뇨는

열대

부르게

된

동태평양에서

발생하는 해표면 수온 온난화 현상으로 Niño3.4 해역 (5oS-5
o

N, 170o-120oW) 해표면 수온 3 개월 연속 평균 값이 평소에

비해 0.5oC 보다 높은 경우가 5 개월 이상 연속으로 나타날
경우로 정의된다(Climate Prediction Center, 2013). 열대
서태평양에 존재하던 고온수가 평소보다 동쪽으로 이동하여
열대 태평양의 해표면 수온과 대기 패턴을 변화시킨다.
열대

동태평양에

수온이

높아져

어장의

위치가

변하고

대기에도 동시에 영향을 미친다. 높아진 수온 때문에 변화된
대기

패턴에

의해

엘니뇨

시기

때

에콰도르에서

홍수가

발생하고, 인도와 오스트레일리아의 동부 지역에 심한 가뭄이
발생하는

등

열대해역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기후와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한 현상이다(Philander
1990; 1887; Wang and Picaut 2004; McPhaden et al, 2006).
이러한 엘니뇨 현상이 단일 과정이 아니라는 연구들이 있었고,
해표면 수온 양의 이상치 분포 위치를 기준으로 동태평양
1

해표면 수온이 더 높아지는 동태평양 엘니뇨 형태와 중태평양
해표면 수온이 더 높아지는 중태평양 엘니뇨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Ashok et al, 2007; Yu and Kao 2007; Kao and Yu
2009; Kug et al, 2009). 최근에는 동태평양 엘니뇨보다
중태평양 엘니뇨가 더 자주 발생한다는 연구들도 보고되고
있다(Yeh et al, 2009; Lee and McPhaden 2010). 특히 Yeo &
Kim (2013)에서는 cyclostationary 경험 직교 함수(CSEOF)
분석을

통해

해표면

수온

변화

패턴을

크게

세

가지

모드(제 1 모드: 지구온난화모드, 제 2 모드: 저주파 변동 모드,
제 3 모드: 경년 진동 모드)로 분류했고 같은 형태의 엘니뇨도
기간에 따라 다른 3 개 모드의 기여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다.
전 지구적으로 수온이 가장 높은 서태평양 웜풀 해역은
엘니뇨 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엘니뇨 최고조 약 1 년 전
서태평양 웜풀 상층(5oS-5oN 130o–160oE, 0-250m) 해역에
양의 수온 이상치가 발생하고 이 현상이 엘니뇨의 전조 역할을
한다는 연구가 있었다(Lai et al 2015). 추가로 앞에서 설명한
엘니뇨의 종류에 상관 없이 엘니뇨 발생 1 년 전 가을에
서태평양 웜풀 해역에 양의 수온 이상치가 발생한다는 연구도
있었다(Ramesh and Murtugudde 2013).
그러나 현재까지 웜풀 해역 양의 수온 이상치 발생 원인에
2

대한 이해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열수지 분석과 CSEOF 분석을 통해 각 모드별 바람응력, 수온,
열 저장률, 표층 순 열속, 열 이류의 변동 패턴을 조사하고,
CSEOF 회귀 분석을 통한 재구성 방법으로 엘니뇨 발생 약 1 년
전 발생하는 서태평양 웜풀 해역 양의 수온 이상치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 및
분석방법을 소개하고, 3 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그리고 4 장에서는
3 장의 결과에 대해 토의하고 최종 결론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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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자료 및 방법
제 1 절 자료
논문에서 사용한 해표면 수온 자료는 미국 해양대기청에서
제공하는 Extended Reconstructed Sea Surface Temperature
(ERSST) version 3b 이다. ERSSTv3b 는 전구 자료이고 월
평균

자료로

손실

자료는

통계적인

방법으로

채워진

International Comprehensive Ocean-Atmosphere Dataset
(ICOADS)로부터 얻어진 해표면 수온 분석자료이다. ERSST
v3 와는 다르게 ERSST v3b 는 자료에서 저온 편향을 유발하는
인공위성

자료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자료의

해상도는

공간적으로 2o × 2o 위경도 격자로 제공되는 1854 년 1 월부터
현재까지의 기간 중 아래에 기술한 SODA 자료와 겹치는
부분인 1872 년부터 2009 년 기간의 자료를 사용했다.
해표면 및 해양 상층 수온, 바람응력, 그리고 유속 자료는
Simple Ocean Data Assimilation (SODA) version 2.2.4 를
사용했다 (Carton and Giese 2008; Giese and Ray 2011).
SODA 는 1990 년대에 메릴랜드 대학의 대기 해양과학과와
텍사스 A&M 대학교의 해양학과에 의해 개발되었다. 자료의
해상도는 공간적으로 0.5o × 0.5o 위경도 격자로 전구 자료이고,
수직적으로는 5.1m 부터 5375m 까지 40 층 간격, 시간적으로는
4

월 평균 자료로 1871 년 1 월부터 2010 년 12 월 기간 중 열수지
분석을 위해 1872 년 1 월부터 2009 년 12 월 기간의 자료를
사용했다.
열속 자료는 20th Century Reanalysis version 2 (20th
CRv2)를 사용했다. 20th CRv2 는 미국해양대기청 지구 시스템
조사 연구실의 물리과학부서와 콜로라도 대학교의 Cooperative
Institute for Research in Environmental Sciences (CIRES)에
의해 개발되었다. 자료의 해상도는 공간적으로 2o × 2o 위경도
격자의 전구자료이고 월 평균 자료의 1871 년 1 월부터 2012 년
12 월 기간의 자료 중 열수지 분석을 위해 1872 년 1 월부터
2009 년 12 월 기간의 자료를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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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방법
2.2.1. 열수지 방정식
온위 T 의 지배 방정식은,
𝜕𝑇
𝜕𝑡

1 𝑑𝑞
𝑝 𝑑𝑧

= 𝜌𝑐

𝜕𝑇

𝜕

𝜕𝑇

𝜕

𝜕𝑇

𝜕

𝜕𝑇

− 𝒖 ∙ 𝛻𝑇 − 𝑤 𝜕𝑧 + 𝜕𝑥 (𝜅𝐻 𝜕𝑥) + 𝜕𝑦 (𝜅𝐻 𝜕𝑦)+𝜕𝑧 (𝜅𝑣 𝜕𝑧 ), (1)

여기서 u (u, v) 와 𝑤 는 각각 수평, 수직 유속을 의미하고, 𝜅𝐻
는 수평 와동 확산계수, 𝜅𝑣 는 수직 와동 확산계수, q 는 복사열,
𝜌 는 밀도 (1027 kg/𝑚3 으로 일정한 것으로 가정함)를 의미한다.
수평 와동 확산은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작다고 가정하고, 수심
250m 에서부터 표층까지 적분을 하였는데, 수심 250m 는 연구
해역의 겨울철 혼합층 보다 깊기 때문에 복사열이 이 수심보다
아래로 빠져나가지 않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 0
∫ 𝑇 𝑑𝑧
𝜕𝑡 −ℎ

=

𝑄𝑟𝑎𝑑
𝜌𝑐𝑝

0

0

𝜕𝑇

0 𝜕

𝜕𝑇

− ∫−ℎ 𝒖 ∙ 𝛻𝑇 𝑑𝑧 − ∫−ℎ 𝑤 𝜕𝑧 𝑑𝑧 + ∫−ℎ 𝜕𝑧 (𝜅𝑣 𝜕𝑧 ) 𝑑𝑧 ,(2)

단, 여기서 𝑐𝑝 는 specific heat (4000 J kg −1 °C−1으로 일정한
것으로 가정),

𝑄𝑟𝑎𝑑

는

해표면에서의

복사 열속이고

수심

h=250m 이하로 투과되는 단파 복사는 무시하였다. 식(2)를
h 로 나누고, 수직 난류 확산 항
1

ℎ

(𝜅𝑣

𝑄𝑟𝑎𝑑
𝜌𝑐𝑝

𝜕𝑇
)
𝜕𝑧 𝑧=−ℎ

1

0 𝜕

∫
ℎ −ℎ 𝜕𝑧

𝜕𝑇

(𝜅𝑣 𝜕𝑧 ) 을

로 분리하여 해표면에서의 열교환

1

ℎ
1

ℎ

𝜕𝑇

(𝜅𝑣 𝜕𝑧 )

(𝜅𝑣

𝑧=0

𝜕𝑇
)
𝜕𝑧 𝑧=0

−
를

와 합하여 표층 순 열속( 𝐐𝐧𝐞𝐭 )으로 취하면 다음과 같이

전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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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 ∫ 𝑇 𝑑𝑧)
𝜕𝑡 ℎ −ℎ
1

ℎ

𝜕𝑇

(𝜅𝑣 𝜕𝑧 )

𝑧=−ℎ

=

1 𝑄𝑛𝑒𝑡
ℎ 𝜌𝑐𝑝

1

0

1

0

𝜕𝑇

− ∫−ℎ 𝒖 ∙ 𝛻𝑇 𝑑𝑧 − ∫−ℎ 𝑤 𝜕𝑧 𝑑𝑧 −
ℎ
ℎ
(3)양변에 h 𝜌𝑐𝑝 를 곱하면 flux

,

단위로(W m-2) 바뀌며 최종적으로 아래와 같이 전개된다.
0
𝜕
(𝜌𝑐𝑝 ∫−ℎ 𝑇 𝑑𝑧)
𝜕𝑡

0

0

𝜕𝑇

≡ HSR = 𝑄𝑛𝑒𝑡 − 𝜌𝑐𝑝 ∫−ℎ 𝒖 ∙ 𝛻𝑇 𝑑𝑧 − 𝝆𝒄𝒑 ∫−ℎ 𝑤 𝜕𝑧 𝑑𝑧

+ R,
단,
시간에

(4)
여기서
따른

0

𝜌𝑐𝑝 ∫−ℎ 𝑇 𝑑𝑧
변화율을

는

열용량을

Heat

Storage

나타내고,
Rate

열용량의

(HSR)으로

정의하였다. 최종적으로 HSR 은 net surface heat flux 항과 열
이류 항 그리고 나머지 항으로 구성된다.

2.2.2. Cyclostationary EOFs
해표면 수온, 적도 태평양 수온 연직 구조, 바람, 열수지 분석
항들의 시간적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CSEOF 분석 방법을
사용했다. 공간 (r)-시간 (t) 자료, T(r,t)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T(r,t)=∑𝑛 𝐵𝑛 (𝑟, 𝑡) 𝑇𝑛 (𝑡),

(5)

여기서 T(r,t)는 원시 자료, 𝐵𝑛 (𝑟, 𝑡) 는 n 번째 loading vectors
(LV), 𝑇𝑛 (𝑡)는 주성분 시계열 (principle component, PC, time
series) 이다. 각각의 CSEOF 로딩 벡터들은 시간과 공간의
함수이다. 추가로 CSEOF 로딩 벡터들은 시간에 주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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𝐵𝑛 (𝑟, 𝑡) = 𝐵𝑛 (𝑟, 𝑡 + 𝑑),

(6)

여기서 d 는 nested period 라 불린다. 본 연구에서는 nested
period 를 24 개월 (2 년)으로 설정했다. 이 결정은 ENSO 의
경년 경향에 근거한다 (Rasmusson et al. 1990, Yeo and Kim
2013). 결과적으로 각 CSEOF 로딩 벡터는 2 년에 걸친 물리적
변동성의 월별 패턴을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바람응력, 수온, 열수지 분석 항들의
물리적으로 일관된 변화 패턴을 얻기 위해 CSEOF 공간에서의
회귀분석을 사용했다. 예측변수에 대해 CSEOF 분석 후
예측변수들의 처음 몇몇 중요한 모드들의 주성분 시계열,
𝑃𝐶𝑃𝑚 (t), 들이 목표 변수들의 주성분 시계열, 𝑃𝐶𝑛 (t), 에 다음
식과 같이 회귀된다.
(𝑛)

(𝑛)
𝑃𝐶𝑛 (t)=∑𝑀
(t),
𝑚=1 𝑎𝑚 𝑃𝐶𝑃𝑚 (t)+𝜀
(𝑛)

여기서 𝑎𝑚
회귀

(7)

와 ε(t) 은 회귀 계수들과 회귀 오류 시계열이다.

계수들은

결정된다.

n=1,2,3,...

그

회귀

에러의

다음에

예측

변화가
변수의

최소화되는
회귀된

로딩

방향으로
벡터들,

𝐿𝑉𝑃𝑅𝑛 (r,t), 이 다음 식 (8)에 설명된 회귀 계수를 이용하여
얻어진다.
(𝑛)

𝐿𝑉𝑃𝑅𝑛 (r,t)=∑𝑀
𝑚=1 𝑎𝑚 𝐿𝑉𝑃𝑚 (r,t),

(8)

여기서 𝐿𝑉𝑃𝑚 (r,t) 는 예측 변수의 CSEOF 로딩 벡터를 보인다.
CSEOF 공간에서의
8

회귀분석 결과 예측 변수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P(r,t)=∑𝑛 𝐿𝑉𝑃𝑅𝑛 (r,t) 𝑃𝐶𝑛 (t),

(9)

따라서 모든 변수들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Data(r,t)=∑𝑛{𝑇𝑛 (𝑟, 𝑡), 𝑍𝑛 (𝑟, 𝑡), 𝑈𝑛 (𝑟, 𝑡), 𝑉𝑛 (𝑟, 𝑡),...}𝑃𝐶𝑛 (t), (10)
여기서 대괄호 안의 항들은 각기 다른 변수들의 n 번째 모드의
변화를 보인다. 다른 변수들의 변동성은 각각 물리적으로 일괄된
변동이라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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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과
제 1 절 자료 검증
열수지 분석과 CSEOF 분석에 앞서 본 연구에 사용한
자료들을 서로 비교해 보았다. 그림 3.1 은 각각 ERSSTv3b
자료와 SODA 자료로 1872 년부터 2009 년 기간 동안 Niño3.4
해역 (5oS-5 oN, 170o-120oW)의 해표면 수온 이상치 값을
비교한

그림이다.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두

자료가

전반적으로 유사한 시계열 분포를 보이지만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다. 자료의 전반부인 1872 년부터 1950 년 기간 동안 두 값의
상호상관계수는 0.79 로 나왔고, 1951 년부터 2009 년 기간에는
0.97 로 나왔다. 1950 년을 기준으로 전반부와 후반부에
상호상관계수의 차이는 나타나지만 각 기간 동안 두 값의
상호상관계수들이

높았고

두

기간을

합친

전

기간의

상호상관계수도 0.83 으로 높게 나와 SODA 자료의 해표면 수온
값과 ERSSTv3b 의 수온 값이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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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열수지 분석항들의 시공간 변동
식 (4)를 이용해 계산하면 열수지 분석은 열용량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인 열 저장률 (Heat storage rage, HSR), 표층 순
열속 (surface net heat flux, Qnet )과 열 이류 (Heat advection)
그리고 나머지 값 (Residual, R)의 합으로 나뉜다.

그림 3.2 는

열수지 분석 결과인 열 저장률, 표층 순 열속, 열 이류, 나머지
값의 서태평양 해역 공간 분포를 전체 평균, 겨울 평균, 여름
평균 한 그림이다. HSR 은 겨울에 양의 이상치를 보이고 여름에
음의 이상치를 보이고 표층 순 열속은 계절에 상관 없이 양의
이상치를 보인다. 열 이류의 크기가 열 저장률과 표층 순 열속에
비해 크고 관심 연구 해역 (검은 네모)에서 전체적으로 음의
이상치를 보이며 나머지 값의 크기가 열 이류 값만큼 크게
나타난다.

그림

3.3

은

열

이류

항을

수평적

열

이류

(Horizontal heat advection, HADV)항과 수직적 열 이류
(Vertical heat advection, VADV)항으로 분류한 3.2 와 같은
그림이다. 수평 열 이류 항은 관심 연구해역에서 전체적으로
양의 이상치를 보이고 수직 열 이류 항은 수평 열 이류 항 보다
더 큰 값의 음의 이상치를 보인다. 전체 열 이류 항에서 수평 열
이류 항 보다 수직 열 이류 항의 영향이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4 는 그림 3.2 와 3.3 에서 검은 네모로 표시한 관심
연구 해역의 열수지 분석 항들을 경도 평균한 월 평균 위도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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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를 나타낸 그림이다. 표층 순 열속은 계절에 상관 없이
작지만 양의 이상치를 보이고, 열 저장률은 1 월에서 3 월 그리고
9 월에서 12 월 기간 동안은 양의 이상치를 보이지만 4 월에서
8 월 기간 동안은 열 이류, 특히 수직 성분의 열 이류 항에 의해
음의 이상치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5 는 열수지 분석 항들의 서태평양 웜풀 해역 (5 oS5 oN, 130o–160oE) 공간 평균한 값의 월 평균을 보인다. 열
저장률은 3 월과 10 월에 양의 최댓값을 갖고 7 월에 음의
최솟값을 보인다. 표층 순 열속은 계절에 상관 없이 양을 값을
갖고 월별 증가 감소 양상은 열 저장률과 비슷하나 그 변동
폭이 작다. 열 이류는 열 저장률과 유사한 월별 변동 패턴을
보이며 변화 폭이 열 저장률 보다 조금 더 크다. 그림 3.6 은
3.5 와 같은 그림을 열 이류, 동-서 방향의 열 이류 (Zonal heat
advection),

남-북

방향의

열

이류

(Meridional

heat

advection), 수직 방향의 열 이류 (Vertical heat advection)
항으로 나타낸 그림이다. 수직 방향의 열 이류 항은 계절에 관계
없이 양의 값을 갖고 남-북 방향의 열 이류 항은 열 저장률
항과 유사한 월별 변동 패턴 (3 월, 10 월: 최댓값, 7 월:
최솟값)을 보이지만 그 크기가 0 에 가깝게 작다. 수직 열 이류
항은 열 이류 항과 유사한 월별 변화 패턴을 보이고 그 값은 열
이류 항 보다 더 작은 음의 값을 갖는다. 이 그림을 통해 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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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열 이류 항이나 남-북 방향 열 이류 항 혹은 둘을 합한
수평 열 이류 항 보다 수직 열 이류 항이 전체 열 이류 항과
높은 상호상관관계를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7 은 서태평양 웜풀 해역 (5oS-5oN, 130o–160oE)
공간 평균한 열 저장률, 표층 순 열속, 그리고 열 이류 항
이상치의 연 평균 값을 1951 년부터 2010 년 기간 동안 나타낸
것이다. 1951 년부터 1963 년 기간 동안은 열 저장률과 열 이류
항이 비슷한 변화 패턴을 보이다가 1963 년 이후로는 두 항의
변화 패턴이 차이가 나고 그 변동 폭이 커진다. 표층 순 열속은
열 저장률과 열 이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값으로 큰
변동성을 보이지 않는다. 그림 3.8 은 3.7 과 같은 계산을 수평
열 이류, 수직 열 이류, 열 이류에 대해 나타낸 그림이다. 수평
열 이류 항 보다 수직 열 이류 항이 열 이류 항과 유사한
크기와 변화 패턴을 보인다.
표 3.1 은 열 저장률과 표층 순 열속, 열 이류, 수평 열 이류,
수직 열 이류 항과의 상호상관 계수와 RMS 오차 값을 보인다.
표

3.1

에서

볼

수

있듯이

열

저장률과

열

이류와의

상호상관계수가 0.57 로 표층 순 열속과 상호상관 계수인
0.44 보다 높게 나타났다. 열 이류 항을 수평 열 이류 항과 수직
열 이류 항으로 나눠 봤을 때 수평 열 이류 항 보다 수직 열
이류 항이 열 저장률 항과 더 높은 상호상관 계수 값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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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ERSSTv3b (검은 선)와 SODA (빨간 선)의 Nino3.4 해역
(5oS-5 oN, 170o-120oW) 수온 이상치, 파란 세로 선은
1951 년

W/m2

그림 3.2. 열수지 분석 항들 (열 저장률, 표층 순 열속, 열 이류,
나머지)의 서태평양 해역 공간 분포
14

W/m2

그림 3.3. 수평 열 이류, 수직 열 이류, 열 이류의 서태평양 해역 공간
분포

그림 3.4. 관심 연구 해역의 경도 (130o–160oE) 평균한 열수지 분석
항들의 위도 별 월 평균 분포 (단위 : W/𝒎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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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서태평양 웜풀 해역 (5 oS-5 oN, 130o–160oE) 공간 평균
열 저장률, 표층 순 열속, 열 이류, 나머지의 월 평균 값

그림 3.6. 열 이류, 동-서 방향 열 이류, 남-북 방향 열류, 수직 열
이류의 서태평양 웜풀 해역 (5 oS-5 oN, 130o–160oE) 공간
평균 월 평균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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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서태평양 웜풀 해역 (5 oS-5 oN, 130o–160oE) 공간 평균 열
저장률, 표층 순 열속, 열 이류 이상치의 연 평균 값

그림 3.8. 서태평양 웜풀 해역 (5 oS-5 oN, 130o–160oE) 공간 평균
수평 열 이류, 수직 열 이류, 열 이류 이상치의 연 평균 값

𝐐𝐧𝐞𝐭

ADV

HADV

VADV

Corr

HSR

0.44

0.57

0.27

0.5

RMS

HSR

109

157

154

216

표 3.1. 열 저장률과 표층 순 열속, 열 이류, 수평 열 이류, 수직 열
이류와의 상호상관 계수와 RMS 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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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CSEOF 분석
시계열자료에서 월 평균을 제거하지 않고 CSEOF 분석을
하면 첫

번째

모드는

계절

변화를

보인다.

그림

3.9

는

ERSSTv3b 해표면 수온 자료의 계절 모드의 첫 해를 월별로
나타낸 그림이고, 그림 3.10 은 SODA 자료로 열수지 분석한
결과인 열 저장률의 계절 모드의 첫 해를 월별로 나타낸
그림이다. ERSSTv3b 해표면 수온과 열 저장률의 CSEOF 분석
시 nested period 를 24 개월(2 년)로 분석해서 총 24 개의 로딩
벡터가 나오지만 두 결과 모두에서 첫 번째 해와 두 번째 해의
로딩 벡터가 유사한 계절적 특성을 보이는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각각 첫 번째 해의 로딩 벡터들만 그렸다. 그림 3.9 의
해표면 수온의 계절 모드를 보면 겨울에는 북반구에서는 음의
이상치, 남반구에서는 양의 이상치가 나타나고, 여름에는 부호가
반대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10 의 열 저장률
계절 모드에서 3.9 의 해표면 수온 변화와 유사하게 남반구와
북반구의 열 저장률이 계절에 따라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11 과 3.12 는 각각 그림 3.9 와 3.10 의 계절 모드 로딩
벡터들의 연 평균 값으로 0 에 가까운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열수지

분석을

통해

얻은

열

저장률의

값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ERSSTv3b 의 해표면 수온을 CSEOF 분석하면 Yeo &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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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과 같이 세 가지(지구온난화, 저주파 변동, 경년 진동)
모드의 로딩 벡터를 구할 수 있다. 바람응력, 적도(5S-5N 평균)
태평양 수온 연직 구조 그리고 열수지 분석 결과인 열 저장률,
표층 순 열속, 열 이류, 수평 열 이류, 수직 열 이류를 해표면
수온 변화 세 모드에 회귀 분석하였다.
그림 3.13 은 열대 태평양 해표면 수온의 지구온난화 모드와
이에 회귀 분석한 바람응력 로딩 벡터들의 3 개월 평균과 주성분
시계열을 보인다. 지구온난화 모드의 해표면 수온은 전 기간에
걸쳐

양의

수온이상치를

보이고

다른

해역

보다

적도

동태평양과 중앙 태평양 해역에 상대적으로 더 큰 양의 해표면
수온 이상치가 나타난다. 1-3 월 평균한 로딩 벡터의 북위 30 도
부근에서 강한 남서풍이 나타나지만 수온은 다른 해역에 비해
크지않고 남아메리카 서쪽 해안을 따라 북서풍과 함께 비교적
큰 양의 수온 이상치가 분포한다. 적도 해역 서태평양에서 강한
동풍이 불고 동태평양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북서풍이 불다가
겨울에 가까울수록 서태평양의 동풍은 약해지고 동태평양의
북서풍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첫 번째 해와 두 번째 해의
해표면 수온과 바람 패턴 모두 유사한 변동 패턴을 보인다.
지구온난화 모드 주성분 시계열은 1870-80 년대에 0 에 가까운
값을 갖고 1910 년까지 감소하다가 2009 년 까지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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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는 해표면 수온의 지구온난화 모드에 회귀 분석한
적도

(5S-5N

평균)

태평양

수온

연직

구조를

보인다.

지구온난화 모드의 해표면 수온은 열대 태평양 전 해역에 모든
nested period 기간 동안 양의 수온 이상치가 분포했지만 연직
구조는 1-3 월과 4-6 월 평균한 기간 동안 동경 160 도-서경
140

도

구간에서

표층에

음의

수온

이상치가

나타났다.

ERSSTv3b 의 해표면 수온과 SODA 의 수온 연직 구조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그림 1 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두 자료에서
해표면 수온 값의 차이에 의한 결과로 생각된다. 1-3 월 평균과
4-6 월 평균의 중앙 태평양 해역을 제외한 동태평양의 표층과
서태평양의 표층에서 수심 약 200m 까지는 양의 수온 이상치가
나타난다. 그리고 7-12 월의 연직 구조를 보면 표층 약 100m
이내에 양의 수온 이상치가 나타나지만 그보다 깊은 수심에서는
음의 수온 이상치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그림을
통해서

지구온난화

모드에서

태평양

해표면

수온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지만 이러한 수온 상승은 표층 약 100m 까지로
제한되어 있고 적도 해역의 표층 100m 보다 깊은 곳에서는
수온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다.
그림 3.15 는 해표면 수온의 지구온난화 모드에 회귀 분석한
열 저장률 로딩 벡터들의 3 개월 평균이다. 해표면 수온은 전
기간 동안 계속 상승하는 패턴을 나타냈지만 수심 250m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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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수지의 변화량은 표층 수온처럼 꾸준히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1-3

월

기간

동안

서태평양에

양의

이상치가

나타나고

동태평양에는 음의 이상치가 나타나는 좌 우 대칭의 형태를
보이고 4-6 월 기간 동안 적도 해역과 북서쪽에 양의 이상치가
나타나고 북동쪽과 남동쪽에 음의 이상치가 나타난다. 7-9 월
기간에는 서태평양에 음의 이상치, 동태평양에 양의 이상치가
나타나서 1-3 월 기간의 분포와 좌우 대칭을 이루는 형태를
보인다. 10-12 월 기간 동안 적도 해역은 다시 음의 이상치가
나타나고 서태평양에서 적도 해역의 음의 이상치 위아래로 양의
이상치가 분포한다. 두 번째 해는 첫 번째 해와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그림 3.16 은 지구온난화 모드에 회귀 분석한 표층 순
열속 로딩 벡터들의 3 개월 평균이다. 중앙 태평양과 동태평양에
음의

이상치가

남동태평양에도

나타났다가
양의

이상치가

봄에서

겨울로

나타나고

갈수록

중앙태평양과

북아메리카 연안에만 음의 이상치가 나타나는 분포를 보인다.
계절에 따라 크게 변하지 않고 값의 크기가 열 저장률에 비해
작다. 그림 3.17 은 지구온난화 모드에 회귀 분석한 열 이류
로딩 벡터들의 3 개월 평균이다.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에 양의
이상치와 음의 이상치가 계절에 따라 대칭을 이루며 나타나는
분포가 열 저장률의 분포와 유사하다. 열 저장률의 계절적 변화
패턴과 유사하며 열 이류 항의 로딩 벡터 또한 첫 번째 해와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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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 해는 비슷한 변화 양상을 보이며 전반적으로 열 저장률의
분포와 비슷하며 수온 연직 구조와도 일관성 있는 변화를
보인다.
두 번째 모드는 저주파 변동 모드로 해표면 수온 분포와
이에 회귀 분석한 바람응력의 로딩 벡터는 그림 3.18 과 같다.
중앙 태평양과 동태평양에 양의 수온 이상치, 서태평양에는 음의
수온 이상치가 나타나고 해표면 수온 분포가 시간에 따라 크게
변하지

않고

서태평양에서

그

크기만

변하는

중앙태평양까지

서풍이

패턴을

보인다.

우세하게

적도

나타난다.

겨울철에 중앙 태평양의 수온이상치와 서풍의 이상치가 둘 다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양의

수온

이상치가

동태평양보다 중앙 태평양에서 더 크게 나타나고 겨울로 갈수록
이상치의 값이 커진다. 북태평양의 해표면 수온 변동 패턴과
태평양 10 년 주기의 운동 (Pacific Decadal Oscillation, PDO)
패턴이 유사한데 이는 주성분 시계열과 태평양 10 년 주기의
운동 지수와의 비교를 통해 유사성이 확인되었다 (Yeo and Kim
2013).
그림 3.19 는 저주파 변동 모드에 회귀 분석한 적도 (5S5N 평균) 태평양 수온의 연직 구조를 보인다. 해표면 수온
분포와 마찬가지로 서태평양에 음의 수온 이상치와 동태평양의
양의 수온 이상치가 계절에 따른 변화 없이 일정한 분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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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겨울철에 수온 이상치의 값 특히 양의 수온 이상치가
중앙태평양과 동태평양 해역에서 다른 계절 보다 큰 분포를
보이고 엘니뇨 최고조 시기의 수온 연직 구조와 비슷하다.
그림 3.20 의 저주파 변동 모드에 회귀 분석된 열 저장률
분포를 보면 1-3 월 기간 동안 적도 해역과 남서 태평양 해역에
음의 이상치가 나타나고 이 음의 이상치 북쪽에 (약 5N-20N)
양의 이상치가 분포한다. 4-6 월 기간에는 서태평양에 양의
이상치, 동태평양에 음의 이상치가 동-서 대칭으로 나타나고
7-9 월 기간 동안 서태평양에서 중앙태평양을 거쳐 동태평양에
조금 못 미치는 양의 이상치가 나타났다가 10-12 월 기간에
4-6 월과 반대로 서태평양에 음의 이상치, 동태평양에 양의
이상치가 나타난다. 열 저장률 분포 또한 첫 번째 해와 두 번째
가 유사한 변화 패턴을 보인다. 그림 3.21 은 저주파 변동
모드에 회귀 분석한 표층 순 열속 분포를 보이는데 7-9 월 기간
동안 동태평양에 적도 해역을 제외한 남-북 해역에 약한 양의
이상치가 나타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음의 이상치를
보이며 뚜렷한 계절적 변동성을 찾아보기 힘들다. 저주파 변동
모드에서도 표층 순 열속은 열 저장률이나 열 이류에 비해 그
크기가 작다. 그림 3.22 는 저주파 변동 모드에 회귀 분석한 열
이류 로딩 벡터를 보인다. 열 저장률과 비교했을 때 첫 번째
해는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데 두 번째 해는 4-6 월 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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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하고는 조금씩 다른 패턴을 보인다. 지구온난화 모드와
다르게 열 이류만으로 열 저장률을 설명하기에는 두 값의 공간
분포가 다소 차이 나는 부분이 있다.
그림 3.23 은 해표면 수온의 경년 진동 모드와 이에 회귀
분석한 바람응력 분포를 보인다. 경년 진동 모드는 nested
period 내에서 명확한 진동을 보인다. 첫 번째 해는 엘니뇨
현상과 유사한 월별 변화 패턴으로 1-3 월 중앙태평양과
동태평양에 음의 수온 이상치가 분포하고 적도 중앙태평양과
서태평양 해역에 강한 동풍과 북위 15 도해역에 강한 남서풍이
나타난다. 4-6 월에 적도 동태평양에서 양의 수온이상치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서태평양에 바람 방향이 동풍에서 서풍으로
바뀌기 시작한다. 9-10 월에는 적도 동태평양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양의 수온 이상치가 적도 중앙 태평양까지 뻗어나가고
동태평양의

북위

약

5-10

도

사이에선

북동풍이

강하게

나타나고 서태평양에서는 위도에 상관 없이 서풍이 우세하게
나타난다. 10-12 월에는 양의 수온이상치가 다른 월에 비해
가장 크게 나타나고 동태평양의 남과 북에서 남서풍과 북서풍이
각각 강하게 불고 서태평양에서 서풍이 가장 크게 나타난다.
중앙 태평양보다 동태평양에 더 높은 수온 이상치가 나타나고
중앙 태평양 종류의 엘니뇨에 비해 해표면 수온 이상치가
적도에 가깝게 얇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이 모드의 해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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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온 패턴은 전형적인 동태평양 종류의 엘니뇨의 수온 분포와
유사하다. 두 번째 해에는 첫 번째 해와 상반되는 수온 이상치의
변화 패턴을 보인다. 1-3 월에는 첫 번째 해의 겨울과 유사한
수온 이상치와 바람응력 패턴을 보이는데 그 크기가 첫 번째
해의 겨울보다 약화된다. 4-6 월에는 적도 동태평양 해역에 음의
수온 이상치가 보인다. 동태평양에서 발생한 음의 수온 이상치는
여름 가을을 거쳐 점점 커지고 겨울에 동태평양에 가장 큰 음의
수온이상치와 적도 해역에 강한 동풍이 나타난다.
그림 3.24 는 해표면 수온의 경년 진동 모드에 회귀 분석한
적도 (5S-5N 평균) 태평양 수온의 연직 구조를 보인다. 첫
번째

해의

1-3

월에

서태평양에는

양의

수온

이상치가,

동태평양에는 음의 수온 이상치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6 월에는 양의 수온 이상치가 동태평양으로 2-3 개월에
걸쳐 전파하는 형태가 보인다. 7-9 월 적도 서태평양에는 더
이상 양의 수온이상치가 나타나지 않고 음의 수온 이상치가
분포하며 적도 중앙태평양과 동태평양에 양의 수온이상치가
나타난다. 10-12 월에는 7-9 월의 수온 이상치 분포와 일치하며
그 크기가 더 크게 나타난다. 적도 동 태평양에 양의 수온
이상치가 가장 높은 형태를 보인다. 경년 진동 모드의 두 번째
해 1-3 월은 첫 번째 해 10-12 월과 유사한 분포를 보이며
적도 동태평양의 양의 수온 이상치 크기는 작아 졌고 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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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평양의 음의 수온 이상치는 더 커진 것을 볼 수 있다. 46 월에는 첫 번째 해와 반대로 적도 서태평양의 음의 수온
이상치가 동쪽으로 전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7-9 월에는
적도 동태평양에 음의 수온이상치가 존재하고 적도 서태평양
해역에 양의 수온이상치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10-12 월에는
적도 동태평양 해역에 음의 수온 이상치가 큰 분포를 보인다.
그림 3.25 는 경년 진동 모드에 회귀 분석한 열 저장률 로딩
벡터들의

3

개월

평균

그림이다.

첫

번째

해에는

적도

동태평양에 양의 수온 이상치, 적도 서태평양에 음의 이상치가
연중 분포하고 두 번째 해에는 첫 번째 해와 동-서 대칭적인
이상치 분포 패턴이 나타나며 해표면 수온 분포와 유사한
패턴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26 의 경년 진동
모드에 회귀 분석한 표층 순 열속은 계절적인 변동성을 보이고
첫 번째 해와 두 번째 해가 서로 상반된 부호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다른 모드들의 표층 순 열속과 마찬가지로
열 저장률과 열 이류에 비해 값의 크기가 작다. 그림 3.27 은
경년 진동 모드에 회귀 분석한 열 이류 로딩 벡터들이다. 첫
번째 해에 적도 서태평양엔 음의 이상치, 적도 동태평양엔 양의
이상치가 나타나고, 두 번째 해에는 첫 번째 해와 반대의 구조를
보이며 열 저장률의 월별 변화 패턴과 유사하다.

26

˚C
그림 3.9. ERSSTv3b 해표면 수온의 전구 (70
계절 모드 첫 번째 해

27

o

S-70oN 0o–360oE)

W/m2

그림 3.10. 열 저장률의 전구 (70oS-70oN 0o–360oE) 계절 모드 첫
번째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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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그림 3.11. ERSSTv3b 해표면 수온 계절 모드 1 년 평균

W/m2

그림 3.12. 열 저장률 계절 모드 1 년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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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그림 3. 13. 열대 태평양 해표면 수온의 지구온난화 모드와 이에 회귀
분석한 바람응력 로딩 벡터 3 개월 평균 (좌: 첫 해, 우: 두
번째 해)과 주성분 시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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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그림 3. 14. 해표면 수온의 지구온난화 모드에 회귀 분석한 적도 (5S5N 평균) 해역 수온의 연직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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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m2

그림 3. 15. 해표면 수온의 지구온난화 모드에 회귀 분석한 열대
태평양 열 저장률 로딩 벡터 3 개월 평균 (좌: 첫 해, 우:
두 번째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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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m2

그림 3. 16. 해표면 수온의 지구온난화 모드에 회귀 분석한 열대
태평양 표층 순 열속 로딩 벡터 3 개월 평균 (좌: 첫 해, 우:
두 번째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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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m2

그림 3. 17. 해표면 수온의 지구온난화 모드에 회귀 분석한 열대
태평양 열 이류 로딩
벡터 3 개월 평균 (좌: 첫 해, 우: 두 번째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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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그림 3. 18. 열대 태평양 해표면 수온의 저주파 변동 모드와 이에 회귀
분석한 바람응력 로딩 벡터 3 개월 평균 (좌: 첫 해, 우:
두 번째 해)과 주성분 시계열

35

˚C
그림 3. 19. 해표면 수온의 저주파 변동 모드에 회귀 분석한 적도
(5S-5N 평균) 해역 수온의 연직 구조

36

W/m2

그림 3. 20. 해표면 수온의 저주파 변동 모드에 회귀 분석한 열대
태평양 열 저장률 로딩 벡터 3 개월 평균 (좌: 첫 해, 우:
두 번째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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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m2

그림 3. 21. 해표면 수온의 저주파 변동 모드에 회귀 분석한 열대
태평양 표층 순 열속 로딩 벡터 3 개월 평균 (좌: 첫 해, 우:
두 번째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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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m2

그림 3. 22. 해표면 수온의 저주파 변동 모드에 회귀 분석한 열대
태평양 열 이류 로딩 벡터 3 개월 평균 (좌: 첫 해, 우:
두 번째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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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그림 3. 23. 열대 태평양 해표면 수온의 경년 진동 모드와 이에 회귀
분석한 바람응력의 로딩 벡터 3 개월 평균 (좌: 첫 해, 우:
두 번째 해)과 주성분 시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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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그림 3. 24. 해표면 수온의 경년 진동 모드에 회귀 분석한 적도 (5S5N 평균) 해역 수온의 연직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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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m2

그림 3. 25. 해표면 수온의 경년 진동 모드에 회귀 분석한 열대 태평양
열 저장률 로딩 벡터 3 개월 평균 (좌: 첫 해, 우: 두 번째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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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m2

그림 3. 26. 해표면 수온의 경년 진동 모드에 회귀 분석한 열대 태평양
표층 순 열속 로딩 벡터 3 개월 평균 (좌: 첫 해, 우: 두 번째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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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m2

그림 3. 27. 해표면 수온의 경년 진동 모드에 회귀 분석한 열대 태평양
열 이류 로딩 벡터 3 개월 평균 (좌: 첫 해, 우: 두 번째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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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재구성
그림 3.28 은 서태평양 웜풀 해역 표층에서 250m 까지
평균한 수온 T250 을 세 모드로 재구성한 값과 기존 자료로
계산한 T250 을 비교한 결과이다. 그림에서 두 값은 유사한
변화를 보이고 두 값의 상호상관 계수는 0.88 로 높게 나왔다.
따라서, 세 모드만으로 재구성한 자료가 원시 자료의 대부분을
설명할 수 있다.
그림 3.29 은 적도 서태평양 웜풀 해역 T250 을 세 모드로
재구성한 후 위에서부터 아래로 각 모드 별로 ONI 와 함께
나타냈다. 맨 위의 그림은 첫 번째 모드인 지구온난화 모드의
T250 (검은 선)과 ONI (붉은 선) 이다. 지구온난화 모드에 의한
서태평양 웜풀 해역 T250 의 변동은 크기도 작고 ONI 와
상호상관계수는 낮게 나온다. 가운데 그림은 두 번째 모드인
저주파 변동 모드로 1951 년, 1963 년, 1968 년, 1972 년, 1976 년
그리고 2009 년, 총 여섯 번의 엘니뇨 최고조 1 년 전에
서태평양 웜풀 해역 T250 이 양의 이상치를 갖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1951 년에서 2009 년 기간 중 총 22 번의 엘니뇨
현상이 나타났고 이 중 저주파 변동 모드에 의한 T250 의 양의
이상치는 6 번 나타났으므로 약 0.27% 의 엘니뇨 최고조 약
1 년 전 양의 수온 이상치 발생을 설명한다. 가장 아래의 그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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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년 진동 모드에서는 22 번의 엘니뇨 현상 중 다섯 번의 예외
(1958, 1969, 1977, 1987, 2009 년) 를 제외하고 17 번의
엘니뇨 최고조 전 T250 이 양의 이상치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네 번의 예외의 경우 그 직전 해부터 엘니뇨가
연속으로 발생한 시기이기 때문에 T250 에 양의 이상치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 네 시기를 제외하면 18 번의
엘니뇨 중 17 번 엘니뇨 최고조 약 1 년 전 경년 진동 모드로
재구성된 T250 의 양의 이상치가 발생했다. 그림 3.30 에서
T250 과 ONI 의 시차 상관을 계산해본 결과 T250 이 ONI 를
10 개월 리드하며 상호상관계수는 0.51 로 나왔다. 엘니뇨
최고조 10 개월 전 서태평양 웜풀 해역 상층 250m 까지의 평균
수온 이상치 또한 최댓값을 갖는다. 반대로 ONI 가 T250 을
2 개월 리드하며 상호상관계수가 0.6 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3.31 은 엘니뇨 발생 해의 1 월과 12 월 동-서 태평양에서의
수온약층 수심 변화를 보여준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엘니뇨
최고조

시기

때

수온약층의

수심이

적도

서태평양에서는

평소보다 얕아지고 적도 동태평양에서는 평소보다 깊어진다.
엘니뇨 발생 전 서태평양 웜풀 해역에 양의 수온 이상치가
발생하는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같은 해역에 T250 의 재구성과
같은 방법으로 바람응력, 열 저장률, 열 이류, 수직 열 이류,
그리고 수직 유속 자료를 재구성한 후 비교해보았다.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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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는 경년 진동 모드에 의해 재구성 된 수온과 열 저장률을
함께 그린 것이다. 둘의 시차 상관관계를 계산한 결과 열
저장률이 T250 을 5 개월 리드하고 상호상관계수는 0.73 으로
높게 나타났다. 열 저장률이 증가하는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열
저장률과 열 이류 값과의 상호상관계수를 구해본 결과 0.62 로
나왔다 (그림 3.33). 열 저장률의 값이 열 이류의 값 보다 다소
큰 경우(주로 최댓값, 최솟값)가 많지만 두 값의 전반적인
시간에 따른 변화가 유사하게 보인다. 그림 3.34 는 열 이류와
수직 성분의 열 이류의 상호상관관계를 보인다. 열 이류와 수직
열 이류의 변화 패턴이 비슷하고 상호상관계수가 0.86 으로 높다.
수직 열 이류 항에서 유속 성분의 영향이 큰지 수심에 따른
수온 구배의 영향이 큰지 알아보기 위해 그림 3.35 에서 수직 열
이류와

수직

유속

간의

상호

상관계수를

구해보았다.

상호상관계수가 -0.94 로 높게 나왔고 음의 상관관계이므로
반대되는 경향성을 보인다. 다시 말해 상승하는 유속 일 때 수직
열 이류 값은 감소하고 하강하는 유속 일 때 수직 열 이류 값은
증가한다. 열 저장률을 증가시키는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연구
해역에서

평균한

열

저장률과

동-서

방향의

바람응력을

비교해보았다. 그림 3.36 에서와 같이 열 저장률과 동-서
방향의 바람응력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상호상관계수는 0.67 로 높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 동풍이 불면 열 저장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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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고 서풍이 불면 열 저장률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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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28. 원 자료 T250 (검은 선)과 세 가지 모드로 재구성된
T250 (빨간 선)

그림 3. 29. 세 가지 모드로 재구성 한 서태평양 웜풀 해역 T250
(검은선), ONI (붉은 선), 엘니뇨 최고조 1 년 전 (파란 선)
(상: 지구온난화 모드, 중: 저주파 변동 모드, 하: 경년 진동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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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30. T250 과 ONI 의 시차 상관

그림 3. 31. 경년 진동 모드로 재구성된 적도 (5S-5N 평균) 수온약층
수심 값의 엘니뇨 해 1 월과 12 월의 분포 (상 : 수심 0500m, 하 : 수심 0-2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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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32. 경년 진동 모드로 재구성된 서태평양 웜풀 해역의 상층
250m 수온 평균 값 T250 과 열 저장률 (HSR)

그림 3.33. 경년 진동 모드로 재구성한 서태평양 웜풀 해역 열 저장률
(붉은 선)과 열 이류 (검은 선). 엘니뇨 최고조 1 년 전 (파란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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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34. 경년 진동 모드로 재구성한 서태평양 웜풀 해역 열 이류
(붉은 선)와 수직 열 이류 (검은 선)

그림 3. 35. 경년 진동 모드로 재구성한 서태평양 웜풀 해역 수직 열
이류 (붉은 선)와 250m 평균 수직 유속 W250 (검은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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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36. 경년 진동 모드로 재구성한 서태평양 웜풀 해역 평균 열
저장률 (붉은 선)과 동-서 방향 바람응력 (검은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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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토의 및 결론
제 1 절 토의
그림 3.18 의 해표면 수온 저주파 변동 모드와 회귀 분석한
바람응력의 분포를 보면 중태평양과 동태평양에 양의 수온
이상치, 서태평양에는 음의 수온 이상치가 보이고 동태평양보다
중태평양의 양의 수온 이상치가 더 크게 나타나 중태평양
엘니뇨 형태와 유사하다. 저주파 변동 모드에서는 지구온난화
모드와

다르게

열

이류(그림

3.22)만으로

열

저장률(그림

3.20)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저주파 변동 모드의 표층 순
열속(그림 3.21)은 열 저장률과 열 이류 보다 그 크기가 작고
특징적인 공간 분포 변화 패턴이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저주파 변동 모드의 열 저장률은 표층 순 열속과 열 이류의
합으로 설명이 안되는 부분이 많고 이러한 부분은 자료의 시간
규모인 한달 보다 더 작은 규모의 현상이나 계산 오류에 의한
부분으로 사료된다.
경년 진동 모드의 해표면 수온 분포와 바람응력을 보면
nested period 내에서 명확한 진동을 보이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해에서 엘니뇨와 라니냐 현상의 수온과 바람응력 분포를
각각 보이고 두 현상 사이의 위상 전이를 볼 수 있다(Yeo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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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2013). 두 번째 해에는 첫 번째 해와 상반되는 수온
이상치의 변화 패턴을 볼 수 있는데 1-3 월에는 첫 번째 해의
분포와 유사하지만 동태평양 양의 수온이상치가 다소 감소한
형태를 보인다. 4-6 월에는 적도 동태평양 해역에 음의 수온
이상치가 나타나는데 이는 음의 되먹임 기작에 의해 엘니뇨
현상

때

변화된

태평양

해역의

수온약층

깊이를

되돌려

놓으면서 엘니뇨 현상이 약화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음의 되먹임
기작에는 지연 진동자 이론 (Suarez and Schopf 1988)과
재충전-방출 이론 (Jin 1997)이 있다. 지연 진동자 이론에
의하면 적도 태평양에 서쪽으로 전파하는 로스비파와 동쪽으로
전파하는 켈빈파가 생성되는데, 서쪽으로 향하는 로스비파는
서태평양 연안에서 반사되어 동태평양으로 향하고 이 반사된
파동이 엘니뇨를 소멸시킨다 (Suarez and Schopf 1988).
재충전-방출

이론에

따르면

엘니뇨

시기 때

적도

태평양

혼합층에 열이 방출되어 무역풍을 강화시키고 강화된 무역풍에
의해 라니냐가 발달한다 (Jin 1997). 음의 되먹임 기작들에
의해 동태평양에서 발생한 음의 수온 이상치는 여름 가을을
거쳐

점점

수온이상치와

커지고
적도

겨울에
해역에

동태평양에
강한

동풍이

가장

높은

나타난다.

음의
이러한

서태평양에 발생하는 동풍은 엘니뇨와 라니냐 사이의 위상
전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Kug and Kang 2006; Yoo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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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Kim et al. 2011, Yeo and Kim 2013).
그림 3.24 는 해표면 수온의 경년 진동 모드에 회귀 분석한
적도 (5S-5N 평균) 태평양 수온의 연직 구조다. 1-3 월에는
서태평양에 양의 수온 이상치, 동태평양에 음의 수온 이상치의
분포가

보이고,

4-6

월에는

켈빈파가

수온약층을

따라

동태평양으로 2-3 개월에 걸쳐 전파하는 형태를 볼 수 있다.
이는 다른 연구들에서 언급한 적도 태평양 켈빈파 전파와
일관된 결과를 보인다(Kim and Kim 2002; Kim and Kim 2004).
그림 3.29 를 통해 엘니뇨 최고조 전 서태평양 웜풀 상층
양의 수온 이상치가 보이는 현상이 지구온난화 모드와 저주파
변동 모드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았지만 경년 진동 모드에서 잘
나타났다. T250 과 ONI 의 시차 상관을 계산해본 결과 T250 이
ONI 를 10 개월 리드했고 상호상관계수는 0.51 이었다. 다시
말해, 엘니뇨 최고조 10 개월 전 서태평양 웜풀 상층 평균 수온
이상치 또한 최댓값을 갖는다. 추가로 ONI 가 T250 을 2 개월
리드하며 상호상관계수가 0.6 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그림
3.31 의 엘니뇨 시기 때 수온약층의 수심 변화를 보면 설명이
가능하다. 그림 3.31 에서 엘니뇨 해 1 월과 12 월의 수온약층
수심 변화를 보면 서태평양에서는 엘니뇨 최고조로 갈수록
수온약층의 수심이 얕아지고 동태평양에서는 깊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엘니뇨

최고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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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평양의

수온약층

수심이

얕아져서 수온이 낮아지는데 이 때문에 엘니뇨 최고조 후
서태평양의 웜풀 상층 수온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경년 진동 모드에 의해 재구성 된 수온과 열 저장률을 함께
그린 그림 3.32 에서 둘의 시차 상관관계를 보면 열 저장률이
T250 을 5 개월 리드하고 상호상관계수는 0.73 이다. T250 과
ONI 의 관계, 그리고 T250 과 HSR 의 관계를 동시에
고려해보면 엘니뇨 최고조 10 개월 전 T250 의 수온 이상치도
최대값을 갖고 T250 의 수온 이상치가 최댓값을 갖기 5 개월 전
열 저장률도 최대값을 갖는다. 따라서 엘니뇨 최고조 15 개월 전
열 저장률이 최대값을 갖고 이처럼 열 저장률이 증가하는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열 저장률과 열 이류 값을 비교한 결과
둘의 상호상관계수가 0.62 으로 열 저장률의 많은 부분을 열
이류가 설명한다고 할 수 있다. 열 이류와 수직 열 이류의 변화
패턴이 유사하고 상호상관계수가 0.86 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을
봤을 때 수평 성분의 열 이류 보다 수직 성분의 열 이류가
대부분의 열 이류를 설명한다고 할 수 있다(그림 3.34). 열
이류 항과 수직 유속의 상호상관계수는 -0.94 로 높게 나왔고
음의 상관관계이므로 반대되는 경향성을 보이는데(그림 3.35)
이는 해류가 상승할 때 수직 열 이류 값은 감소하고 하강할 때
수직 열 이류 값이 증가함을 뜻한다. 그 이유는 표층의 따듯한
물이 하강하면 열도 서태평양 웜풀 상층 내의 열을 증가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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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하고, 아래층의 차가운 물이 상승하면 해당 해역 내의
열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엘니뇨 최고조 15 개월 전 적도 서태평양 웜풀 해역에
하강하는

해류가

발생하여

열

저장률이

증가하는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열도 서태평양 웜풀에서 평균한 열 저장률과 동서 방향의 바람응력을 비교해보았다. 열 저장률과 동-서 방향의
바람응력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상호상관계수는 -0.67 로
높았다(그림 3.36). 다시 말해, 열대 서태평양 상층에 동-서
방향 바람응력 이상치가 양의 값이면 용승에 의해 차가운 물의
유입으로 열 저장률이 감소하고 음의 이상치가 보이면 침강에
의해 상층의 따뜻한 물이 유입되어 열 저장률이 증가한다.
후자의 경우는 그림 3.23 의 표층 수온과 바람응력 이상치 분포,
그림 3.24 의 수온 이상치 연직 구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각
그림 두 번째 해 7-10 월 그림에서 적도 서태평양 웜풀 해역
동-서 바람응력 이상치가 양(서풍)에서 음(동풍)으로 바뀌고
수온의 이상치가 음에서 양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경년 진동 모드에 의해 엘니뇨 최고조 약 15 개월
전에 발생하기 때문에 서태평양 웜풀 해역의 동-서 바람 패턴과
열수지 변화가 엘니뇨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전조 기작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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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결론
엘니뇨 최고조 약 1 년 전 서태평양 웜풀 해역 표층에서
수심 약 250m 부근에 양의 수온 이상치가 생성되고 수온
이상치가 엘니뇨의 전조 역할을 한다는 연구들이 보고되었고,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열수지 분석과 CSEOF 분석을 시행했다.
해표면 수온의 CSEOF 분석으로 분류된 세 모드(지구온난화,
저주파 변동, 경년 진동 모드)에 서태평양 웜풀 해역(5S-5N,
0-250m) 평균 수온, 바람응력, 수직 유속, 열 저장률, 표층 순
열속,

열

이류

항을

CSEOF

회귀 분석한

후

세 모드로

재구성했다. 지구온난화 모드와 저주파 변동 모드로 재구성된
서태평양 웜풀 상층 평균한 수온 (T250)이 엘니뇨 최고조 약
1 년 전에 양의 이상치를 보이는 뚜렷한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 경년 진동 모드로 재구성된 T250 이 엘니뇨
최고조 약 1 년 전에 양의 수온 이상치를 보였다. 1951 년부터
2009 년 기간 동안 총 22 번의 엘니뇨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 중
5 번을 제외한 17 번의 엘니뇨 발생 약 1 년 전 T250 의 양의
이상치가 보였다. 예외의 경우인 5 번의 엘니뇨 중 엘니뇨 발생
직전 해에 다른 엘니뇨가 발생해서 연속으로 엘니뇨시기가
지속되었던 4 번의 경우를 제외하면 엘니뇨 발생 약 1 년 전에
서태평양 웜풀 상층에 양의 수온이상치가 발생한 경우는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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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번의 엘니뇨 중 17 번 이었다. 동-서 방향 바람응력과 열수지
분석 항들을 재구성해서 비교해본 결과 엘니뇨 발생 15 개월
전에 서태평양 웜풀 해역(5S-5N, 130E-160E) 동-서 방향
바람응력 이상치가 음(동풍)이면 침강하는 상층의 따뜻한 물에
의한 수직 열 이류에 의해 열을 얻어 열 저장률이 증가하고
양의 수온 이상치가 나타나며 점점 증가하다 엘니뇨 최고조
10 개월에 최댓값을 갖는다. 이와 같이 열대 서태평양 웜풀 상층
음의 동-서 방향 바람응력 이상치와 양의 수온 이상치는 엘니뇨
최고조 약 15 개월 전에 발생하기 때문에 서태평양 웜풀 해역의
동-서 바람 패턴과 열수지 변화가 엘니뇨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전조 기작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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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eat budget in the tropical
western Pacific and
mechanisms for an El Niño
precursor
Hyung-Bo Kim
School of Earth and Environmental Scienc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Heat budget and cyclostationary empirical orthogonal
function analysis were conducted to investigate what causes
positive temperature anomaly

in the tropical western Pacific

warm pool (5oS-5oN, 130o-160oE, 0-250m) one year before
El Niño reaches its peak. Tropical western Pacific warm pool
temperatures were reconstructed by three modes (first :
global warming mode, second : low-frequency variability
mode, third : biennial oscillation mode).

Among them, only

the third-mode-based reconstruction showed a positive
temperature anomaly signal one year before the peak of El
Niño. Wind stress, heat storage rate, surface net heat flux,
and heat advection were also reconstructed by the biennial
oscillation mode to clarify the causes of the positive
temperature anomaly signal in the tropical western Pacific
66

warm pool. As a result, a negative zonal wind stress and
increased heat storage rate by downwelling of warm waters
from the surface were revealed to be the major factors for
the El Niño precursor.

Keywords : El Niño, Tropical western Pacific warm pool,
CSEOF, Heat budget analysis, wind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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