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tmosphere, 17(4), 365-379 December 2007

ⓒ Korean Meteorological Society, 2007 365

ECHO-G/S에 나타난 기후변화에 따른 엘니뇨 변화 특성 분석

이효신1,*․권원태1․안중배2․부경온1․차유미1

1국립기상연구소 기후연구팀
2부산대학교 대기과학과

(2007년 4월 25일 접수; 2007년 12월 6일 승인)

ENSO Response to Global Warming as Simulated by ECHO-G/S 

Hyo-Shin Lee1,*, Won-Tae Kwon1, Joong-Bae Ahn2, Kyung-On Boo1 and Yu-Mi Cha1

1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Meteorological Research Institute
2
Department of Atmospheric Sciences, Pusan National University

(Manuscript received 25 April 2007; in final form 6 December 2007)

Abstract

Global warming may shift the properties and dynamics of ENSO. We study the changes in ENSO characteristics in 
a coupled general circulation model, ECHO-G/S. First, we analyse the mean state changes by comparing present day 
simulation and various high CO2 climates. The model shows a little El Nino-like changes in the sea surface temperature 
and wind stress in the eastern tropical Pacific. As the mean temperature rises, the ENSO amplitude and the frequency 
of strong El Ninos and La Nina decrease. The analysis shows that the weakening of the oceanic sensitivities is related 
to the weakening of ENSO. In addition to the surface changes, the remote subsurface sea temperature response in the 
western Pacific to the wind stress in the eastern Pacific influences the subsequent ENSO amplitude. However, ENSO 
amplitude does not show linear response to the greenhouse gas concent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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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ENSO (El Niño-Southern Oscillation)는 적도 태평

양의 해수면 온도 아노말리의 경년변동으로 그 지역의 

생태계 뿐 만 아니라 PNA (Pacific North American) 
패턴과 같이 잘 알려진 원격상관을 통해 전지구적인 

기후변동에도 영향을 미친다. 20세기 후반 들어 엘니뇨 

출현 빈도가 잦아지고 1982/1983과 1997/1998과 같은 

강한 엘니뇨가 출현하면서, 인간이 방출한 온실가스에 

따른 지구온난화가 ENSO 변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과 관련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Timmermann et 
al., 1999, Toniazzo, 2006; Guilyardi, 2006). 이것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ENSO의 잠재적인 변화가 과학적

인 면 뿐 만 아니라 보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인류 경

제 및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

문이다. 
그러나 현재 결합모델이 가지는 분해능의 한계

(Timmermann et al., 1999)와 ENSO 모사능력의 한

계, 그리고 지구온난화에 따른 다양한 ENSO 반응 (예, 
Yeh et al., 2006) 결과는 기후변화에 따른 미래 ENSO 
특성(빈도, 진폭) 전망의 어려움을 보여준다. 일부 모

델은 지구온난화에 따라 ENSO 활동의 약화 (Meehl et 
al., 1993; Tett, 1995; Knutson et al., 1997)를 전망하고, 
다른 몇몇 모델들은 ENSO 활동의 강화 (Timmermann 
et al., 1999; Chen et al. 2005)를 전망하고 있다. 보다 

최근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Yeh and Kirtman (2005, 2007)은 적도 태평양 평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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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의 큰 변화에도 불구하고 ENSO 진폭변화가 모델에 

매우 의존함을 보였고 Toniazzo (2006)은 중간단계모델

과 결합모델 결과로부터 모의기후 내 복잡한 변화가 

ENSO에 상반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현재 세계 

10여 개국에서는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제 4차 보고서 (이하 AR4)를 위해 

다양한 분해능과 모수화를 장착한 23개 모델이 참여하

였다. 이들은 동일한 온실가스 증가 시나리오를 바탕

으로 미래 기후전망 자료를 생산하였다. 산출된 모델

결과는 상호비교 분석을 통해 기온, 강수 대기순환 등 

주요 기후변수의 신뢰성 있는 전망분석을 위해 이용되

고 있는데 여러 모델의 다양한 ENSO 반응 결과는 

ENSO의 빈도, 진폭 등을 조절하는 메커니즘과 요인들

을 이해하는데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다 (예, Guilyardi, 
2006; Yeh and Kirtman, 2007, van Oldenborgh et al., 
2005; Philip and van Oldenborgh, 2006). 또한 IPCC 
제 4차 평가보고서에 참여한 여러 모델을 대상으로 분

석한 결과는 지구온난화에 따라 평균 배경장 조건이 

변화하더라도 ENSO와 관련된 경년변동이 지속한다는

데 일치된 의견을 보이지만, 그 변화 특성은 모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서 ENSO 진폭이나 주기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변화한다는 증거는 발견하지는 못하였다 (예, 
Merryfield, 2006; van Oldenborgh et al., 2005). 이처

럼 온난한 기후하에서 엘니뇨 진폭의 변화에 대해 아

직 명확한 지적이 없어, 보다 진전된 ENSO 변화전망

을 위해서는 앞서 보여진 ENSO 모의 결과의 분산성

과 개별모델의 ENSO 모의 특성 등에 대한 많은 이해

와 노력이 필요하다.
국내의 경우, 국립기상연구소가 유일하게 대기/해

양/해빙 결합모델인 ECHO-G를 이용하여 전지구 미

래 기후변화시나리오 산출실험을 수행하였다 (기상연

구소 2005; 기상연구소 2006). 그들은 온실가스변화를 

고려할 수 있는 기후모델 ECHO-G와 온실가스 뿐만 아

니라 에어러솔 효과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ECHO-G/S
를 이용하여 기후변화모의 자료를 산출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ECHO-G에 대한 규준실험의 ENSO 분석

(Min et al., 2005b)이 있을 뿐 ECHO-G/S에 대한 

ENSO 분석은 면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IPCC AR4에 참여한 모델의 하나인 ECHO-G/S의 

20C 모의결과와 21C의 다양한 온실가스 증가 시나리

오 (B1, A1B, A2) 결과를 이용한 ENSO 분석은 매우 

의미가 있다 (Table 1). 
본 연구에서는 ECHO-G/S의  ENSO 모의능력과 온

난화 시나리오 결과에 나타난 미래 ENSO의 변화특성

을 분석하였다. 2절에서는 분석자료를 설명하고 3절에

서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적도태평양 지역의 해수면온도 

반응과 ECHO-G/S의 ENSO 모의 특성 및 바람응력과 

해수면온도에 대한 민감도 변화 분석결과를 설명한다. 
4절에서는 분석에 대한 요약과 결론을 제시하였다.

2. 실험 및 분석방법

2.1 실험방법

ECHO-G/S는 온실가스와 에어러솔 효과를 모두 고려

할 수 있는 ECHO-G의 최신버전으로 각 성분모델은 대

기모델인 ECHAM4와 해양-해빙 모델인 HOPE-G, 그
리고 결합자(coupler)인 OASIS로 구성된다. ECHAM4
는 ECMWF의 중기모델을 기후모델로 수정한 것으로, 
수평해상도는 T30 (≅3.75°)이고, 연직으로 불균등 19
층 (꼭대기 10 hPa)의 hybrid sigma-pressure level를 

가진다 (Roeckner et al. 1996). HOPE-G는 해양모델

인 HOPE에 열역학-역학 해빙 모델 (Hibler, 1979)이 

포함되어 있다. 수평해상도는 기본적으로 T42 (~2.8°× 
2.8°)이며 적도근역 (~±30°이내)에서는 적도파의 분해

가 용이하도록 0.5°~2.8°까지 가변격자구조를 가진다. 
연직해상도는 표층에서 20 m, 심층에서 1500 m로 수

심이 증가할수록 간격이 커지는 불균등 20층 구조로 

수심은 최대 6000 m에 이른다. 대기-해양간의 결합은 

OASIS에 의해 하루간격으로 수행되며, 대기로부터 

10개의 속과 해양으로부터 4개의 해수면 변수가 상호 

교환된다 (Terray et al. 1998). 속보정은 연평균 열 속

과 담수 속에 대해서만 이루어진다. 
앞서 언급한 바처럼, 기상연구소는 ECHO-G를 이

용하여 2002년부터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 및 독일 

본 대학 기상연구소와 협력하여 다양한 온실가스 증가 

시나리오 A2와 B2를 바탕으로 미래 기후전망 시나리오 

자료를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기상연구소, 2003; 구교

숙 등, 2005; Min et al., 2004; Min et al., 2005a,b; 
Min et al., 2006). 2004년부터는 에어러솔 효과도 고

려할 수 있는 ECHO-G/S를 바탕으로 IPCC SRES 
(Special Report on Emissions Scenarios)에 대한 미래 

기후전망 자료를 산출하여 IPCC 4차 보고서의 분석자

료로 제공한 바 있다 (기상연구소, 2005; 차유미 등, 
2007). 

IPCC 실험은 20C 강제력 (1860-2000), SRES A1B, 



이효신․권원태․안중배․부경온․차유미  367

Table 1. Description of experiments for climate projection using ECHO-G/S.

Experiment Forcing* Period CO2 at 2100
20C3M GSN 1860-2000
Stabil. 2000 GS 2001-2100
A1B + stb. 2100 GS 2001-2200 720
B1 + stb. 2100 GS 2001-2200 550
A2 GS 2001-2100 830

*G: Greenhouse gas, S: sulfate aerosols, N: natural forcing (solar and volcanic)

B1, A2 (2001-2100) 및 20C, A1B, B1에 대한 온실가

스 안정화 (각 100년 적분) 시나리오로 구성된다 (Table 
1). ECHO-G/S를 이용한 IPCC 실험은 6개 앙상블 멤

버가 있다. 먼저 각 멤버의 초기조건을 얻기 위해 온실

가스 농도를 고정한 제어실험이 수행되었다. 첫 번째 

멤버는 1990년의 온실가스 농도로 고정한 실험에서 

초기조건을 취하고, 나머지 다섯 멤버는 산업혁명 이

전인 1750년의 온실가스 농도로 고정한 제어실험

(Free University of Berlin에서 수행, 이하 FUB 실험)
에서 얻는다. 참고로 FUB 실험은 576년간 수행되었고 

초기조건은 ECHAM4의 기후값과 Levitus 해양 기후

값이다. IPCC AR4에는 후자의 5개 멤버 결과를 제출

했는데 다섯 멤버의 차이점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FUB 실험의 199년, 299년, 399년의 마지막 해

양상태와 ECHAM4 기후값을 초기조건으로 취하여 

해양상태를 달리한 앙상블 멤버 3개를 구성하였다. 이
후 기후표류를 줄이기 위한 6년의 스핀업 (이하 각각 

스핀업1, 스핀업2, 스핀업3 실험)을 거친 다음 IPCC 
실험인 20C3M, A1B, B1, A2 시나리오 등을 산출하

였다. 이는 독일의 막스플랑크 연구소에서 수행되었

다. 나머지 두 멤버의 초기조건은 스핀업1과 스핀업2
의 마지막 상태로 국립기상연구소에서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립기상연구소에서 모의한 두 멤버 결과

를 분석하였으며, 모델과 실험방법에 대한 상세한 설

명은 Min et al. (2006)에 있다. 

2.2 자료처리방법

이 절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기후값과 아노말리

에 대한 정의 및 분석방법에 대해서 설명한다. 분석결과

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립기상연

구소에서 모의한 두 멤버를 앙상블 평균한 결과를 제시

하였다. 20세기 기후모의실험 (20th Century Climate 
in Coupled Models, 이하 20C3M)의 마지막 20년인 

1980~1999의 결과에서 각 달의 평균값을 모델의 월기

후값으로 정의하였다 (이하 20C3M 월기후값). 또한 

동일한 방법으로 2080-2099의 20년에 대한 SRES B1, 
A1B, A2의 미래 월기후값을 구하였다. 모든 시나리오

에 대한 아노말리는 각 시나리오의 월자료로부터 

20C3M 월기후값을 제거한 편차이다. 3.2절의 동부 적

도 태평양 (NINO3, 150°W~90°W, 5°S~5°N) 지역에 

대한 스펙트럼 분석과 미래 엘니뇨 및 라니냐 출현 빈

도분석에서는 해수면온도 아노말리 자료에 나타나는 

온실가스 증가에 따른 선형추세를 제거하였다. 여기서 

선형추세는 최소자승법으로 구한 1차 방정식에 의한 

추세를 의미한다. 또한 관측자료로 해수면온도는 영국

의 해들리센터에서 제공하는 GISST (Global Sea Ice 
and SST) 2.3b를 사용하였다. 

3. 결과

3.1 온난화에 따른 해수온 반응 

관측에 의하면 20세기 후반들어 엘니뇨의 발생빈도

는 점차 증가하나 라니냐의 발생빈도는 상대적으로 줄

어들고 있다 (Trenberth and Hoar,1997). 이러한 현상

은 자연변동성만으로 설명하기는 매우 어렵게 여겨지

고 있는데 (Meehl et al., 2000), 최근들어 기후모델을 

이용하여 과거기후 및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산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인위적인 효과를 

탐지하고 분석하는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 예로 

Vavrus and Liu (2002)는 이산화탄소가 증가할수록 

대부분의 모델이 El Nino-like 평균 기후상태를 모의

한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지구온난화에 의해 아열대 고

기압이 강화되면 적도로 향하는 남북흐름이 강화되는 

반면 적도지역의 동풍이 약화되어 동태평양의 해양용승

이 약화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ECHO-G/S는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면서 미래 2080-2099년의 평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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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1. Future changes of SST. All show the difference obtained between 20C3M climatology for 1980-1999 and (a) 
20C3M_stb, (b) B1, (c) A1B and (d) A2 for 2080-2099, respectively.

수면온도가 20C3M의 1980-1999년 평균에 비하여 적

도 태평양 지역에서 시나리오에 따라 약 0.4-2.80℃ 증
가한다 (Fig. 1). 공간적으로는 적도 동태평양에서 수온

증가가 뚜렷하여 미래 해수면온도 분포는 El Nino-like 
패턴을 가지는데, 이는 Yamaguchi and Noda (2006)
의 ECHO-G 분석 결과와도 일치한다. 지구온난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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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2. Same as Fig. 1 but for east-west wind stress.

따라 ECHO-G/S의 바람응력은 적도 중앙태평양을 중

심으로 서태평양에서 편동풍이 강화되고 동태평양에

서 편동풍이 약화된다. 또한 중앙태평양에서는 적도를 

중심으로 북반구에서는 편동풍 아노말리가 약화되고 

남반구에서는 강화되는데, 이는 온실가스 농도가 높을

수록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Fig. 2). ECHO-G/S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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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A1B (d) A2

(a) 20C3M, 20 stb, B1, A1B, A2 (b) B1

Fig. 3. Time series of simulated monthly and 7-year running mean SST anomalies averaged over NINO3 region (150°W-
90°W, 5°S-5°N) for (b) B1, (c) A1B, and (d) A2 scenarios. The running mean time series for all experiments are shown 
in (a), respectively.

경우, 지구온난화에 따라 북태평양 고기압이 극쪽으로 

치우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로 인해 아열대 고기

압에서 적도로 불어가는 북동풍은 상대적으로 약화되

고 바람응력의 변화를 유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

다 (기상연구소, 2006). 
엘니뇨와 연관된 주요 변동을 분석하기 위해서 

NINO3 지역의 해수면온도 변화를 분석하였다. Fig. 3
은 모든 시나리오 실험에 대한 해수면온도 아노말리의 

시계열로 7년 이동 평균값을 함께 나타낸다. 지구온난

화에 따라 NINO3 지역의 해수면온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나  ENSO와 관련된 경년변동과 수십년 진동이 

여전히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은 시나리오일수록 NINO3 지역의 해수면 온도 상

승이 더 크게 나타난다. 2000년의 강제력으로 고정한 

안정화 시나리오의 경우, 20C3M에 비해 NINO3 지역

의 해수면 온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다. 이
는 해양의 큰 열용량과 열적관성으로 인해 변화된 외

부강제력에 해양이 반응하는 시간이 지연되기 때문이

다 (기상연구소, 2005). 
Fig. 4는 각 시나리오별로 적도태평양지역 수온의 

연직 (왼쪽) 및 표층 (오른쪽)에서의 100년간의 수온경

향을 보여준다. 그림상의 등치선은 수온추세 (0.05K/10
년)이다. 전반적으로 해수면온도 상승추세 (왼쪽그림)

는 온실가스 농도가 증가할수록 더 크게 나타난다. 적
도를 따른 수온의 상승경향은 온실가스 농도가 증가하

는 시나리오와 고정된 경우에 다르게 나타난다. B1, 
A1B, A2 시나리오의 경우는 해수면 근처에서 반응이 

크지만 온실가스 농도가 고정된 20C 안정화 시나리오

는 표하층에서 상승경향이 더 크다. 안정화 시나리오

의 경우에 21C 전반 동안 표층의 수온은 대기 강제력

이 안정화됨에 따라 상층의 수온은 준평형상태에 이르

지만 상층의 더운 물이 아래층으로 전달되면서 표하층

의 수온상승률은 상대적으로 커지게 된다. 또한 표하

층의 수온은 대기 이산화탄소 농도변화에 따라 선형적

으로 반응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면, 온실가스 농도가 

가장 높은 A2 시나리오의 경우, 적도 중앙태평양의 수

온약층 깊이 부근에서 수온상승경향이 다른 시나리오

에 비해 낮게 나타난다. Moon et al. (2004)와 문병권

(2004a, b)은 열대태평양에서 연직안정도가 증가할수

록 상위 경압모드의 역할이 커지고 상위경압모드는 위

상 전이에 기여하거나 엘니뇨의 기간을 결정할 수 있

다고 하였다. 따라서 Fig. 4에 나타난 것과 같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적도 태평양에서의 열적분포 및 연직 

안정도의 변화는 상위경압모드의 역할과 연계되어 엘

니뇨의 진폭 및 기간 등 미래 ENSO 특성 변화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예, Yeh et al.,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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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C3M

20C stb

B1

A1B

A2

20C3M

20C stb

B1

A1B

A2

Fig. 4. Simulated ocean temperature trends from the 100-year-long integration for the 20C3M, 20C3M stabilization and 
SRES scenario runs (B1, A1B, A2), contour interval is 0.05K per 10 years. (Left column: trends of subsurface ocean temper-
ature along the equator. Right column: trends of SST.)

3.2 모델 ENSO의 반응

여기서는 ECHO-G/S의 20C 모의실험 및 미래 시나

리오 결과에 대한 ENSO의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분석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안정화 시나리오는 

제외하고 온실가스 증가 시나리오에 대해서만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모델의 NINO3 지역 해수면온

도 편차와 표층 및 표하층 수온과의 지연상관을 분석

하여 시간에 따른 수온 아노말리의 진행과정을 살펴보

았다 (Fig. 5). 엘니뇨가 발생하기 12개월 전 (-12 l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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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lag

-6 lag

0 lag

+6 lag

+12 lag

-12 lag

-6 lag

0 lag

+6 lag

+12 lag

Fig. 5. Ocean temperature regression maps against NINO3 SST anomalies for 1901-2000. (Left column: subsurface ocean 
temperature along the equator. Right column: SST.) The time of lag interval is 6-month and is displayed above each panel.

에 따뜻한 수온 아노말리가 서태평양 표하층 180 m를 

중심으로 300 m 깊이까지 존재한다. 해수면에서는 동

태평양과 중앙태평양에 음의 아노말리가 지배하고 있

다. 이후 양의 아노말리는 기울어진 수온약층을 따라 

동쪽으로 전파하여 동태평양에 도달하고, 해수면의 음

의 아노말리는 약화된다 (-6 lag).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동

태평양 표하층에 도달한 양의 수온 아노말리가 해면으

로 표출되면서 엘니뇨가 최대에 이르며, 해수면의 더운



이효신․권원태․안중배․부경온․차유미  373

Fig. 6. Spectrum analyses for observed SSTs and results from the detrended 20C3M, 20C3M_stb, B1, A1B and A2 scenarios
after 21-month running mean. 

물 아노말리는 중앙 태평양까지 확장되어 있다 (0 lag). 
동시에 서태평양 표하층에는 음의 수온 아노말리가 다

시 나타난다. 이 아노말리는 점차 동진하면서 엘니뇨

를 약화시켜 (+6 lag) 결국 반대 위상인 라니냐가 발생

한다 (+12 lag). 이처럼 ECHO-G/S는 엘니뇨와 관련

된 서태평양 표하층의 아노말리 출현과 수온약층을 따

른 아노말리의 전파, 그리고 동태평양 표층으로의 표

출 등 엘니뇨의 일반적인 진행 메커니즘을 잘 표현하

고 있다. 그러나 ECHO-G/S는 관측과 비교하여 상대

적으로 빠른 상전이를 보여주고 있다. NCEP 자료동화 

시스템의 수온자료 (Ji et al., 1995)의 결과 (Fig. 17 in 
Sun, 2003)와 비교해보면, ECHO-G/S는 서태평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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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nsemble mean: 20C3M, B1, A1B, A2 (b) B1

(c) A1B (member1 and member 2) (d) A2

Fig. 7. Standard deviations of NINO3 SST anomalies for the 20C3M, B1(dashed), A1B(solid), and A2(dotted) scenarios 
from (a) two member ensemble mean and (b)-(d) from each member. Standard deviations are calculated using a sliding 
window of 30 years. Unit: K.

수온 아노말리가 동쪽으로 전파할 때 아노말리 층이 

상대적으로 두껍게 나타나며, 동태평양에서 아노말리 

중심이 표층으로 표출되는 과정이 빠르다. 또한 ENSO 
주기를 상대적으로 잘 모의하는 일본의 MIROC3.2가 

-6개월과 +12개월의 지연분포가 반대구조 (Fig. 1 in 
Chen et al., 2006)를 가지는 반면, ECHO-G/S는 -6개

월과 +6개월이 반대구조로 ENSO의 준 2년 주기특성

이 보인다.
미래 ENSO 주기 및 강도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NINO3 지역의 열대 해수면온도 편차의 시계열 자료

를 분석하였다. 각 시나리오는 온실가스 농도가 증가

하면서 해수면온도가 증가하는데, ENSO의 고유특성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 선형추세를 제거한 후에 스펙

트럼 분석을 실시하였다 (Fig. 6). 관측은 2-7년 주기에

서 유의한 경년변동 시그널을 보인다. 반면 모델의 

20C3M 모의결과는 준 2년 주기에서 매우 강한 강도

가 나타난다. 모델의 준 2년 주기 특성은 ECHO-G의 

1000년 규준실험 뿐 아니라 (Min et al., 2005b) 많은 

결합모델에서 나타난다. 예를 들면, IPCC AR4 참여모

델의 분석결과에서도 대부분 좁고 서쪽으로 확장된 적

도냉수역과 짧은 ENSO 주기성이 나타났다 (van 
Oldenborgh et al.,2005). 선행연구들은 결합모델에서 

보이는 상대적으로 짧은 ENSO 주기가 해양모델의 물리

모수화와 낮은 분해능 (Neelin et al., 1992; Guilyardi 

et al., 2004), 혹은 물리과정 변경에 의한 동서온도경도

와 적도 태평양 SST의 변동성의 변화 (예, Schneider, 
2002; Meehl et al., 2001)등과 연관되어 있음을 보였

다. ECHO-G의 경우는 대기모델 ECHAM4의 강한 워

커순환모의와 낮은 분해능이 그 원인으로 제시된 바 

있다. 
20C3M 결과와 온난화 시나리오 결과를 비교해보

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졌을 때 스펙트럼의 강도

는 약해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따라서 ECHO-G/S가 

모의한 지구 온난화 시나리오 하에서 엘니뇨나 라니냐

의 강도는 다소 약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미래 

ENSO 진폭 변화를 자세히 분석하기 위해, 선형추세

를 제거한 NINO3의 해수면온도 아노말리 자료로 표

준편차를 구하였다. Fig. 7의 각 표준편차 시계열은 30
년 이동평균하면서 계산한 것이다. Fig. 7(a)는 국립기

상연구소에서 모의한 두 개 멤버의 앙상블 평균이다. 
두 멤버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각 멤버결과도 시

나리오별로 나타내었다 (Fig. 7b-d). 21C 전반과 중반

에 모델의 내부변동성에 기인한 불확실성에 의해 멤버

간 진폭의 편차가 보인다. 그러나 21C 후반에 ENSO 
진폭이 감소하는 현상은 공통적으로 모의되었다. 온실

가스 증가에 따른 진폭변화를 정량적으로 살펴보기 위

해 현재와 미래기후에 대한 ENSO 진폭 평균값을 계

산하였다. 앙상블 평균한 결과로부터 1901-20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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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Frequency distribution of NINO3 SST anomalies for 100-year of 20C3M(1901-2000), B1, A1B and A2(2001-2100)
runs. Anomalies were computed by subtracting the linear trends and means from the time series of eastern equatorial Pacific
SSTs and by removing the mean annual cycle of the 20C3M integration for 20 years (1980-1999).

년)의 평균표준편차는 1.29, 미래 2001-2100 (100년)
의 각 시나리오별 평균표준편차는 B1 1.14, A1B 1.14, 
A2 1.06의 값을 가져 온실가스농도가 높을 때 진폭이 

작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러나 온실가스 농도증가

와 ENSO 진폭의 감소가 선형적인 관계를 보이지는 

않았다. 
미래 ENSO 진폭의 전반적인 감소 전망에 따라 엘

니뇨/라니냐의 출현빈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Fig. 
8). 상승추세와 계절변동성이 제거된 NINO3 해수면

온도 아노말리를 0.1℃ 간격으로 나누어 빈도를 계산

하였다. 분석자료는 모든 시나리오의 100년 결과, 즉 

20C3M 실험 (1901~2000)과 A1B, B1, A2의 100년 

(2001~2100)를 사용하였다. 20C3M의 경우 아노말리 

크기가 ±1℃를 넘는 빈도는 엘니뇨보다는 라니냐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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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tmospheric sensitivity (b) oceanic sensitivity

(c) atmospheric sensitivity (trend) (d) oceanic sensitivity (trend)

Fig. 9. Atmospheric and oceanic sensitivities of 20C3M, B1(dashed), A1B(solid) and A2(dotted) scenario runs. The atmos-
pheric sensitivity is defined as the ratio of covariance of NINO3 SST anomalies and zonal wind stress anomalies in the 
central Pacific (averaged over the region 180°W-120°W, 1.4°S-1.4°N) to the variance of NINO3 sea surface temperature
anomalies and their linear trends (left, Unit: PaK-1), and the oceanic sensitivity is defined as the ratio of covariance of NINO3 
SST anomalies and zonal wind stress anomalies to the variance of zonal wind stress anomalies and their linear trends (right, 
Unit: KPa-1), following the method of Timmermann et al. (1999).

소 많이 나타났다. 미래 B1, A1B, A2 시나리오에서는 

강한 엘니뇨와 라니냐의 출현빈도는 줄어들고 평균상태 

혹은 약한 라니냐의 출현 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

었다. 분석기간을 20C3M 실험 50년 (1951~2000)과 

A1B, B1, A2 시나리오 50년 (2051-2100)으로 조정한 

경우에도 유사한 빈도 변화가 전망되었다 (그림 미제

시). 이는 앞서 분석한 ENSO 진폭 감소와 스펙트럼 강

도 감소 결과와 일치한다.

3.3 바람응력과 해수온의 민감도 분석

지구온난화에 따라 적도 태평양 지역에서 해수면온

도는 상승하고 동태평양에서 바람응력은 다소 약화되

었다 (Fig. 1와 Fig. 2). 또한 21C의 ENSO 진폭감소는 

21C 후반 50년 (2051-2100) 동안 B1, A1B, A2 시나

리오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본 절에서는 적도 태평

양에서의 대기와 해양의 평균상태의 변화와 ENSO 진
폭변화와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하여 Timmermann et 
al. (1999)의 방식을 따라 대기와 해양의 민감도 분석

을 수행하였다. 민감도는 바람응력과 해수면온도 변화 

사이에 발생하는 반응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본 연구

에서는 NINO3 (150°W~90°W, 5°S~5°N) 해수면온도 

편차와 ECHO-G/S에서 바람응력이 최대로 나타나는 

지역인 적도 중앙태평양 (180W-120W, 1.4N-1.4S)에
서의 동서 바람응력 편차 시계열로 계산하였다. 대기

민감도는 동서 바람응력과 NINO3 해수면온도 편차의 

공분산을 NINO3 해수면온도 편차의 분산으로 나눈 

값이고 (Pa per ℃), 해양민감도는 두 변수의 공분산을 

동서바람 응력 편차의 분산으로 나눈 값이다 (℃ per 
Pa). Fig. 9에는 대기와 해양의 민감도를 10년 이동평

균한 시계열 (Fig. 9a-b)과 이들의 50년간(2051-2100)
의 선형추세 (Fig. 9c-d)를 나타내었다. 온난화 시나리

오에서 해양민감도는 모두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즉, 주어진 단위 바람응력의 변화에 대해 해수면온도 

변화가 감소한다. 반면에 대기민감도는 온난화 하에서 

일치된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ECHO-G/S의 

미래 엘니뇨 진폭 감소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바람응력 

및 해양평균상태의 변화와 이들 간의 반응변화가 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바람응력에 대한 해수면에서의 변화가 감지됨에 따



이효신․권원태․안중배․부경온․차유미  377

20C3M

B1

A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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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B-20C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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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Regression maps of ocean subsurface temperature anomalies against zonal wind stress anomalies the central Pacific
(averaged over the region 180°W-120°W, 1.4°S-1.4°N) for 20C3M, B1, A1B and A2 scenario runs (left column) and differ-
ence maps (right column). The contour interval is 5KPa-1.

라 표하층에서 변화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적도 태

평양 상의 바람응력 편차와 표하층 수온간의 회귀분석

을 수행하였다 (Fig. 10). 왼쪽 그림은 각 시나리오에 

대한 회귀결과이며 오른쪽 그림은 온실가스농도 증가 

시나리오와 20C3M 간의 차이를 나타낸다. 20C 모의 

결과는 동태평양의 바람응력편차가 양일때 서태평양

의 수온은 감소하고 동태평양에서의 수온은 상승하는 

전형적인 엘니뇨 패턴을 보인다 (Fig. 5 참고). 미래 시

나리오도 20C3M과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Fig. 10 왼
쪽 그림). 그러나 각 시나리오와 20C3M의 차이를 살

펴보면 서태평양의 표하층 120 m를 중심으로 음의 반

응이 온난화하에 약화됨을 알 수 있다 (Fig. 10 오른쪽 

그림). 서태평양 표하층에서는 B1보다 A1B, A2 시나

리오와 같이 높은 온실가스농도일 때 반응의 약화가 

뚜렷하게 나타나지만, 150°W 부근의 동태평양 표하

층에서는 B1의 반응약화가 크게 나타나 온실가스농도 

증가에 따른 선형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다. 정리

하자면, 20C3M과 비교하여 미래 시나리오에서는 주

어진 바람응력에 대한 수온반응이 약화된다. Fig. 5에

서 엘니뇨의 절정기에 서태평양 표하층에 음의 수온편

차 (Fig. 5)가 존재하고 이 편차는 시간에 따라 동태평

양으로 전파함을 보였다. 따라서 앞서 설명한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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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하에 서태평양 표하층의 음의 수온반응이 

약화되면 다음에 이어지는 라니냐의 진폭이 감소된다

고 이해할 수 있다. 
Meehl et al. (2006)은 PCM과 CCSM3의 이산화탄

소 2배증과 4배증 결과를 분석하여 아열대 환류의 약

화가 적도지역 수온약층의 기울기를 줄여 엘니뇨 진폭

이 작아짐을 보였다. ECHO-G/S를 분석해본 결과, 온
실가스 농도가 증가했을 때 아열대 고기압이 극쪽으로 

약간 치우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로 인한 적도 편

동풍의 상대적인 약화와 해양민감도의 감소 그리고 적

도 태평양 표하층에서의 수온반응의 약화가 미래 엘니

뇨 진폭 변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4. 결론 및 요약

본 연구에서는 ECHO-G/S의 20C 및 B1, A1B, A2 
시나리오 모의 결과를 이용하여 미래 ENSO의 진폭 

등의 변화특성을 분석하였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

함에 따라 적도태평양의 해수면온도는 지속적으로 상

승하였으며 온난화가 진행되는 미래에도 해수면 온도

의 경년 및 수십 년 변동이 존재하였다. ECHO-G/S의 

경우 모의된 ENSO의 주기는 준 2년으로 관측값보다 

다소 작지만 ENSO와 관련된 서태평양 표하층의 아노

말리 출현과 수온약층을 따른 아노말리의 전파, 그리

고 동태평양 표층으로의 표출 등 엘니뇨의 일반적인 

진행 메커니즘을 잘 표현하고 있었다. 미래의 ENSO 
변동을 분석하기 위해 추세를 제거한 NINO3 지역의 

해수면온도의 스펙트럼 분석 결과, 온실가스 농도가 

증가한 미래에 ENSO 강도가 약화되는 경향이 있었고, 
이에 따라 강한 엘니뇨/라니냐의 출현빈도도 감소하였

다. 또한 온실가스 증가 시나리오 (B1, A1B, A2)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2050년 이후 ENSO 진폭의 감소

현상 (Fig. 7)에 주목하여 2051년에서 2100년까지 50
년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여 해양민감도가 감소

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지구온난화에 따라 적도지역의 

바람응력에 대하여 표하층에서의 수온 반응도 점차 약

화되었다. 약화된 적도 서태평양 표하층의 반응은 이

후 동태평양으로 전파되어 다음에 이어질 ENSO 이벤

트의 강도를 약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된

다. 미래 ENSO 진폭의 약화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

양민감도 감소와 적도 태평양 표하층에서의 수온 반응

의 약화가 동시에 작용하여 나타나는 것임을 알 수 있

었다. 그러나 ECHO-G/S 모델은 이산화탄소 농도에 

따라 ENSO 강도의 변화가 선형적이지는 않았는데, 
이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향후 해양 표하층에서

의 평균기후장 변화와 연계한 깊이 있는 연구와 다른 

모델결과와 비교분석하는 연구가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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