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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MA is operationally monitoring El Niño and La Niña events, which have            

tremendous impacts on global climate. Many scientific studies have used to define onset of El              

Niño and La Niña events based on the moving average and persistency of SST indices, and               

KMA has adopted such definition. Though the definition has been widely accepted, in the             

operational aspect there is a critical problem to use moving average and condition for the              

persistence. Because the future values for the SST indices cannot be used in the operational              

monitoring, the onset timing in El Niño and La Niña can be significantly delayed. We suggest               

here an appropriate definition of El Niño and La Niña events in the operational aspect. Instead               

of using the moving average and the condition for the persistence, the onset is defined based on                

NINO3.4 SST during last 3 months. In order to compare the new definition with the current               

KMA definition, we applied them to recent 60-years SST data. It is clear that the new definition                

can declare the onset timing of El Niño and La Niña several months earlier than that of the KMA                  

definition. It suggest that the new definition is more appropriate to the operational monitoring             

on El Niño and La Niña. 

Kew words: El Niño, La Niña, definition

1. 서  론

엘니뇨/라니냐는 대기-해양의 상호작용에 의해 열대    

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2-7년 주기로 변동하는 현상      

이다. 엘니뇨/라니냐는 열대 태평양 기후뿐만 아니라     

전지구 기후 시스템을 변동시키는 가장 강력한 기후      

현상이다 (Horel and Wallace, 1981, many others). 엘       

니뇨/라니냐 현상은 아시아 몬순 순환의 변동과도 밀    

접한 연관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Yasunari,    

1990; Wang and Chan, 2001) 몬순의 영향을 받고 있    

는 아시아의 여러 지역들에 미치는 영향은 지역에 따    

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엘니뇨/라니    

냐에 따른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의 기후변화에 대    

해 여러 전문가들이 연관성을 제시하고 있다 (안중배    

등, 1997; 강인식 1998; 차은정 등, 1999; Kug et al.,    

2010).

엘니뇨/라니냐 현상의 주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계    

절 잠김 (Seasonal Locking) 현상이다 (Rasmuss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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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penter, 1982; Jin et al., 1994; Tziperman et al.,        

1995, 1998; Galanti and Tziperman, 2000; An and       

Wang, 2001; Ham et al., 2012). 대부분의 엘니뇨/라니       

냐의 절정기 시기는 겨울철에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계절 잠김 현상은 엘니뇨의 예측률 상승에 매       

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엘니뇨/라니냐의 절정기 시기      

에 비해, 그 시작 (onset) 시기는 봄철부터 여름철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Sooraj et al., 2009). 따라서, 엘니       

뇨/라니냐와 관련된 기후 변동 현상을 제대로 예측하      

고 진단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시작 시기의 정확한 진       

단과 예측이 필수적이다.

엘니뇨는 정성적으로는 ‘중·동부 적도 태평양의    

해면수온이 평년보다 높아져서 그 상태가 계속되는     

현상’이라고 정의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로 해수면온      

도가 상승하였을 때를 엘니뇨라고 정의할 수 있는가      

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객관적인 기준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연구       

자나 연구기관에 따라 엘니뇨 지수 지역 (El Niño       

index area)과 엘니뇨 발생해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차은정 등, 1999). 엘니뇨 정의에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은 Trenberth (1997)가 제안한 방법이다. 그는 엘      

니뇨 감시구역 즉, 열대태평양 NINO3.4 지역 (5
o
S-      

5oN, 120oW-170oW)에서 해수면 온도 아노말리의 값     

의 5개월 평균이 0.4 이상인 경우가 6개월 이상 지속        

될 경우라고 정의하였다. 여러 연구마다 조금씩 다른      

정의를 따르고 있지만, 대부분 짧은 주기 변동 영향       

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동평균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용으로 사용된 엘니뇨 정의를 현업에     

사용하기에는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연구용에서는 이     

미 존재하는 과거의 자료만 사용하는데 반하여, 현업      

에서는 바로 그 당시의 정보만을 사용할 수 있기 때        

문이다. 예를 들면, 이동평균을 사용할 때, 연구용에      

서는 매시기의 이동평균값을 구할 수 있지만, 현업에      

서는 미래의 자료가 없기 때문에, 현업 당시의 이동       

평균값을 계산할 수가 없다. 이러한 이유로, 현업에서      

사용하는 이동 평균된 엘니뇨 지수값은 현재의 시점보      

다 몇 개월 뒤처지는 값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는,        

현업에서 엘니뇨 시작 시점의 선언이 지연되는 원인      

이 된다.

현재, 대한민국의 경우 기상청에서 정의하는 엘니     

뇨 시작은 ERSST 자료에 기반하여, Trenberth (1997)      

의 정의를 사용하고 있다. 미국 기상청 (CPC/NCEP)      

의 경우, NINO3.4 지역에서 3개월 이동 평균한 해수       

면온도의 편차가 0.5
o
C 이상 (−0.5

o
C 이하) 나타나는      

달이 5개월 이상 지속될 때 그 첫 달을 엘니뇨 (라니         

냐) 발달의 시작으로 판단한다. 또한 일본 기상청      

(JMA)은 NINO3 (5oS~5oN, 150oW~90oW) 지역에서    

월평균 해수면 온도편차의 5개월 이동평균이 6개월     

정도 이상 연속적으로 0.5oC 이상 (−0.5oC 이하) 되는     

경우를 엘니뇨 (라니냐)로 정의하고 있다 (차은정 등,     

1999).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현업기관에서     

이동평균값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지     

속 기간에 대한 조건이 포함되기 때문에 지속 기간의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엘니뇨 시작 시점을 정의할 수     

없다. 이러한 원인으로, 현업에서는 엘니뇨 발달이 한     

참 진행된 후에야 시작을 선언할 수밖에 없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기상청은 현재 엘니뇨 감     

시 구역 해수면 온도의 5개월 평균값을 엘니뇨 진단     

의 잣대로 사용하고 있으나, 급격한 해수면 온도의 변     

화가 일어나는 봄철 및 초여름에 엘니뇨/라니냐 진단     

이 지연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2010     

년 라니냐의 경우 9월 정도부터 이미 동태평양의 해     

수면 온도가 급격하게 하강하고 있어 라니냐가 이미     

발달하였다. 기상청의 엘니뇨 정의를 사용하게 되면     

해수면 온도 편차가 –0.4
o
C 이하가 6개월 이상 지속     

되어야 하므로, 라니냐가 발생하고 있어도 공식적으     

로 라니냐가 시작되었다고 진단하지 못하였다. 라니     

냐가 절정기에 이르고 소멸하고 있는 2011년 2월에야     

라니냐 시작을 선언할 수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현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엘니     

뇨 진단에서 나올 수 있는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하여, 현업에 적합한 새로운 엘니뇨 시작과 종     

료의 진단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자  료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엘니뇨 지수는 NOAA ERSST     

(Extended Reconstructed Sea Surface Temperature) 월     

별 자료를 사용하여 구하였으며, 해수면 온도 자료의     

수평해상도는 2 × 2o이다. 총 데이터의 기간은 1854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월별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     

지만, 본 연구에서는 최근 발생한 엘니뇨에 대해 연     

구하기 위하여 1950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총     

62년에 대해 분석하였다. 엘니뇨 정의에서 사용하는     

지수로는 NINO3.4 지수 (5oS-5oN, 170oW-120oW 지     

역)가 사용되었으며, NINO3.4 지수는 앞에서 정의한     

지역의 해수면 온도 평균값으로 계산되었다. 현업에     

서는 아노말리의 정의를 최근 30년 기간의 평균에서     

의 편차로 정의된다. 본 연구에서도 현재의 현업에 바     

로 적용 가능할 수 있도록, 각 월의 아노말리는 기후     

값을 최근 30년, 즉 1981년-2010년의 월별 기후값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예를 들면, 2011년 12월의 아노     

말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1981-2010년 동안 12월 자     

료의 30년 평균값을 기후값으로 사용하였다. 최근의     

기후값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 이전 기간의 엘니뇨     

/라니냐 정의는 평균장의 변화에 의해 다소 당시의 현     
한국기상학회 대기 제23권 1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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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정의와는 달라질 수 있다.

3. 엘니뇨 라니냐 시작 및 종료 정의

현재 기상청 현업에서 사용하는 엘니뇨 진단 방법      

은 NINO3.4 SST 아노말리의 5개월 이동 평균했을 때,       

그 편차가 0.4oC 이상(−0.4oC 이하) 나타나는 달이 6개       

월 이상 지속될 때 그 첫 달을 엘니뇨 (라니냐)발달의        

시작이라고 정의한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이 방       

법을 사용할 경우, 5개월 이동평균과 지속 기간의 정       

의 때문에, 현업에서는 엘니뇨가 이미 시작하고 몇 달       

후에 엘니뇨가 시작되었다고 선언될 수밖에 없다. 그      

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NINO3.4 지수를 사용하여 좀      

더 정확하고 신속하게 엘니뇨 진단 방법을 제안하고      

자 한다.

연구용이 아닌 현업에 적합한 엘니뇨/라니냐 진단     

기법을 개발하기 위해, 가급적 긴 기간의 이동평균과      

지속 기간은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최근 해수면 온       

도 상태와 경향성을 고려하였다. 엘니뇨의 정의는 다      

음 세 가지 조건 중 하나 이상 만족하는 달을 엘니뇨         

가 시작되는 것으로 판단한다.

1. 진단하는 달의 바로 전 달의 NINO3.4 SST 아노        

말리가 1oC 이상인 경우

2. 진단 바로 전 두 달의 NINO3.4 지수의 평균이        

0.5oC 이상인 동시에 진단 바로 전 달의 NINO3.4       

SST가 (1 − A)oC 이상인 경우

3. 진단 바로 전 세 달의 NINO3.4 지수의 평균이        

0.5oC 이상이며, 또한 진단 바로 전 달의 NINO3.4       

SST가 (1 − B)
o
C 이상인 경우

라니냐의 정의는 엘니뇨의 정의와 유사하게 다음     

세 가지 조건 중 하나 이상 만족하는 달을 라니뇨가        

시작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1. 진단하는 달의 바로 전 달의 NINO3.4 SST 아노        

말리가 −1oC 이하인 경우

2. 진단 바로 전 두 달의 NINO3.4 지수의 평균이        

−0.5
o
C 이하인 동시에 진단 바로 전 달의 NINO3.4       

SST가 −(1 − A)oC 이하인 경우

3. 진단 바로 전 세 달의 NINO3.4 지수의 평균이        

−0.5oC 이하이며, 또한 진단 바로 전 달의 NINO3.4       

SST가 −(1 − B)oC 이하인 경우 

엘니뇨/라니냐의 시작뿐만 아니라, 종료 시점도 다     

음과 같이 정의되었다. 엘니뇨 시작 이후, 종료 시점       

은 다음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할 때로 정의하         

였다.

1. 진단하는 달의 바로 전 달의 NINO3.4 지수가     

0
o
C 이하인 경우

2. 진단하는 달의 바로 전 두 달의 평균 NINO3.4     

지수가 (0 + A)oC 이하인 경우

3. 진단하는 달의 바로 전 세 달의 평균 NINO3.4     

지수가 (0 + B)oC 이하인 경우

라니냐의 종료시점은, 라니냐 시작 이후 다음 세 가     

지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할 때로 정의하였다.

1. 진단하는 달의 바로 전 달의 NINO3.4 지수가     

0oC 이상인 경우

2. 진단하는 달의 바로 전 두 달의 평균 NINO3.4     

지수가 (0 − A)oC 이상인 경우

3. 진단하는 달의 바로 전 세 달의 평균 NINO3.4     

지수가 (0 − B)oC 이상인 경우

상수 A는 B보다 작으며, 여러 가지 민감도 실험을     

통해 결정되었다. 연구용으로 Trenberth (1997)의 정     

의를 사용할 때 구해진 엘니뇨, 라니냐해와 가장 일     

치하고, 일찍 엘니뇨 시작선언을 할 수 있는 값으로     

선택되었다. 민감도 실험 결과, A = 0.2, B = 0.3일 때     

가장 합리적인 엘니뇨/라니냐의 시작/종료 정의가 되     

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정의는 자료 기간 및 기후     

값 정의에 크게 민감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     

지만, 기후 평균장의 변화와 엘니뇨의 특성 변화에     

따라, 두 상수값은 현업에 적합하게 조정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정의를 바탕으로 1950년부터 엘니뇨/라니냐의    

시작 시점과 종료를 선언할수 있는 시점이 정의되었     

다. 본 연구의 정의는 지속 기간을 사용하지 않기 때     

문에, 엘니뇨 시작 시점의 바로 다음 달1)에 엘니뇨의     

시작을 선언할 수 있다. Fig. 1은 위에서 제시한 조건     

을 만족하는 엘니뇨 해들의 NINO3.4 SST를 나타낸     

그림이다. 빨간색 막대는 본 연구에서 정의한 엘니뇨     

진단 조건을 만족하는 기간, 즉 엘니뇨가 발생한 기     

간을 나타내며, 빨간색 막대의 처음과 끝은 엘니뇨의     

시작과 소멸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노란색 화살표     

는 현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상청의 엘니뇨 진단방     

법을 사용하여 나타낸 엘니뇨 시작을 선언할 수 있는     

시기를 나타낸 것이다. 기상청은 6개월 지속 기간의     

정의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상청의 엘니뇨 시작 선언     

시기는 시작 시기에 5개월 이상 뒤쳐질 수밖에 없다.     

검은 실선은 0.5oC 선을 나타낸다. 대체적으로 기상청     

즉 현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엘니뇨 진단 기법을 사용     

한 엘니뇨 시작은 본 연구에서 제시한 조건을 만족하     

는 엘니뇨 시작과 비교했을 때 평균 6개월 정도 늦게     

 

1)이전 달의 해수면 온도가 업데이트 되는 시점에 바로 시작 선언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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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을 선언하고, 시작 시점도 1-2개월 늦게 진단하      

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강한 엘니뇨가 발생하여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1982/83년이나 1997/98     

년의 경우, 이미 NINO3.4 SST 아노말리가 1
o
C가 넘       

어 엘니뇨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음에도 불구      

하고, 엘니뇨 절정기에 엘니뇨가 시작되었다고 선언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정의      

한 조건을 사용하게 되면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        

지만 대체적으로 엘니뇨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시       

점에 엘니뇨 시작을 진단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06년에는 약한 엘니뇨가 발생했었는데 이에     

대해서 현업에서 사용하는 조건을 사용하면 엘니뇨를     

진단하지 못하지만, 새로 제시한 조건을 사용할 경우      

에는 약한 엘니뇨의 경우에도 시작을 진단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Table 1에 1950년부터 2011년 (총 62년) 기간 동안       

현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엘니뇨 시작과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엘니뇨 시작을 정의했을 때, 선언 시기를 나       

타내었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기상청의 엘니뇨      

시작 선언 시기는 기상청의 시작 시기보다 평균 6개       

월이 늦추어진다. Table 1에서 맨 오른쪽 열은 이 둘        

의 선언 시점의 차이를 개월 수로 제시한 것이다. 음        

의 값은 현재 현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엘니뇨 시작       

선언이 새롭게 정의된 시작 시점보다 더 늦게 진단되       

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Fig. 1에서 나타난 것과 마        

찬가지로 평균 6개월 정도 늦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라니냐도 엘니뇨와 마찬가지의 결과를 나타내는 것     

Fig. 1. Evolution of NINO3.4 SST during El Niño. Red bar indicates El Niño period based on the definition suggested in this

study. The black line indicates 0.5
o

C. The yellow arrow is the declaration timing for El Niño onset based on the current KMA

definition.

Table 1. The declaration timing of El Niño onset based on    

the current KMA definition and the present definition. The    

difference in timing between two definitions is also    

indicated. In the KMA definition, the declaration timing is    

delayed about 6-month from the onset timing.

KMA 

declaration

New 

definition

KMA-new

(month)

1 1958-02 1957-08 -6

2 1964-05 1963-11 -6

3 1966-03 1965-09 -6

4 1969-08 1969-01 -7

5 1973-03 1972-08 -7

6 1983-03 1982-09 -6

7 1987-06 1986-11 -7

8 1992-02 1991-08 -6

9 1995-04 1994-11 -5

10 1998-02 1997-07 -6

11 2003-02 2002-07 -7

12 2005-04 2004-09 -7

13 2006-12

14 2010-04 2009-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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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볼 수 있다. Fig. 2는 라니냐 기간의 NINO3.4 지         

수를 나타낸 것으로서, 파란색 막대는 본 연구에서 제       

시한 조건을 만족하는 라니냐 기간을 나타낸 것이며,      

초록색 화살표는 현업에서 사용하는 라니냐 시작을     

선언한 시점을 표시한 것이다. 검은 실선은 −0.5oC 선       

을 나타낸다. 1950년의 경우는 본 연구에서 1950년      

1월 자료부터 사용하였기 때문에 정확한 라니냐 시작      

을 표시하지 못하였다. 라니냐의 경우는 엘니뇨보다     

시작 선언 시점의 차이가 더 많이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최대 8개월 정도 라니냐 시작 선언 시점의 차        

이가 나타나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 제시한 라니냐 시       

작이 실제 라니냐 기간을 좀더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       

을 볼 수 있다. 강한 라니냐의 경우는 현업에서 사용        

하는 진단기법은 실제 기간보다 늦게 라니냐 시작을      

진단하지만, 라니냐의 강도가 약하고 발생 기간이 짧      

을 경우 (2005/06년 (Fig. 2(m)), 2008/09년 (Fig. 2(o)),       

2011/12년 (Fig. 2(q))에는 현업에서 라니냐 발생을 아      

예 진단하지 못한다.

Table 2의 경우 라니냐 시작 진단에 관한 두 가지 방         

법을 정리한 것으로, 현업과 본 연구의 시작 선언 시        

점은 평균 7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라니냐의 경우, 1980년 이전에 현업과 새로운 정       

의를 사용하여 선언한 라니냐 시작 시기가 약간 차이       

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라니냐 시기에 최소        

NINO3.4 SST 아노말리값이 –1oC 이하가 넘지 않는      

라니냐의 경우는 본 연구에서 새롭게 정의한 방법으      

Fig. 2. The same as Fig. 1 except for La Niña. The black line indicates −0.5oC.

Table 2. The same as Table. 1 except for the La Niña.

KMA

declaration

New

definition

KMA-New onset

(month)

1 1950-12 1950-02 -10

2 1955-01 1954-05 -8

3 1960-04

4 1962-05 1961-10 -7

5 1965-01 1964-06 -7

6 1967-08

7 1968-06 1968-02 -4

8 1971-03 1970-09 -6

9 1974-02 1973-07 -7

10 1979-02

11 1981-11

12 1984-06 1983-11 -7

13 1984-12

14 1989-01 1988-06 -7

15 1996-06 1995-11 -7

16 1999-04 1998-09 -7

17 2006-01

18 2008-04 2007-10 -6

19 2009-01

20 2011-04 2010-08 -8

21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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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라니냐 시작을 선언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왔다. 이       

는 NINO3.4 SST 아노말리 값을 구할 때, 기후값을       

1981-2010년 자료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전 자료에서     

라니냐 시작 시기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진단방법은 엘니뇨/라     

니냐의 시작 시점을 현업에 적합하고 신속하게 진단      

하는 것에 효과적이며, 특히 엘니뇨의 경우 엘니뇨 시       

작 선언과 발생 기간을 라니냐의 경우보다 좀더 효과       

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엘니뇨 라니냐의 특징

앞에서 정의한 엘니뇨와 라니냐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해수면 온도 분포를 조사하였다. Fig. 3은 1950       

년부터 2011년 기간 동안, 본 연구에서 정의된 엘니뇨       

와 라니냐 시기의 12월의 해수면 온도의 합성도이다.      

대부분의 엘니뇨와 라니냐는 12월 전후로 절정기에     

도달하기 때문에, 12월의 해수면 온도 아노말리를 나      

타내었다. 엘니뇨가 가장 발달한 시기인 12월에는 동      

태평양에서 중태평양쪽으로 해수면 온도 아노말리가    

상승하는 패턴이 잘 나타나고 있다. 적도 동태평양의      

온도 상승과 함께, 북반구의 동쪽 해안 (북아메리카 해       

안)을 따라 온도 상승 경향이 나타난다. 또한, 이 시        

기에 인도양과 남중국해에서는 약한 상승 경향이, 북      

태평양에서는 약한 온도 하강 경향이 나타난다. 이는,      

기존의 연구와 매우 일치한다.

라니냐 시기에도 마찬가지로 동태평양과 중태평양    

에서 평년보다 해수면 온도 아노말리가 하강하는 패      

턴이 잘 나타난다 (Fig. 3(b)). 엘니뇨 시기와 반대로,       

인도양과 남중국해에 온도 하강 경향이 있으나, 그 강     

도는 상대적으로 약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인도양 지     

역으로의 영향에서 비대칭성이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     

한다. 반면에, 북태평양과 동쪽해안에는 엘니뇨 시기     

보다 약간 더 강하거나 비슷한 정도의 해수면 온도     

아노말리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Fig. 4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엘니뇨 시작 정의를     

사용할 경우, 엘니뇨 시작 선언 전후의 해수면 온도     

의 진행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엘니뇨 시작 2개월 전     

에는 양의 해수면 온도 아노말리가 동태평양의 해안     

가와 중태평양에서 약하게 나타나고 있다. 1개월 전     

에는 해수면 온도가 동태평양을 중심으로 상당 부분     

발달하기 시작한다. 이 양의 해수면 온도는 더욱 발     

달하여 엘니뇨 시작을 선언하는 시점에서는 전형적인     

엘니뇨의 패턴을 갖추기 시작한다. 엘니뇨 시작 선언     

이후, 양의 해수면 온도는 더욱 발달하여 엘니뇨의 절     

정기로 진행하게 된다. Fig. 4에서 나타난 해수면 온     

도의 진행과정은,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이 합리적     

으로 엘니뇨 시작을 정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에, 현재의 기상청 정의를 사용할 경우, 엘니뇨     

시작 선언 2개월 전에도 이미 충분한 해수면 온도 발     

달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엘니뇨 시작을 선     

언한 이후에는 양의 해수면 온도 아노말리가 조금씩     

감소하여 엘니뇨가 쇠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     

라서, 현재 기상청의 정의는 엘니뇨 시작을 너무 늦     

Fig. 3. Composites of SST anomalies during December of

(a) El Niño and (b) La Niña.

Fig. 4. Composites of SST anomalies around the declaration

timing for El Niño onset based on the present definition

[Left panels] and KMA definition [Right pan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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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선언하는 경향이 있어서, 현업 사용에 적합하지 않       

음을 알 수 있다.

라니냐의 경우도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Fig. 5        

에서 나타나듯이, 라니냐 시작 선언 2개월 전에 약한       

음의 해수면 온도 아노말리가 동태평양에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후 음의 해수면 온도 아노말리는 조금씩      

서쪽으로 확장하면서 발달하기 시작한다. 시작 선언     

1개월 전, 또는 시작 선언시기에 전형적인 라니냐의      

형태를 가지게 된다. 그 후, 해수면 온도 아노말리는       

점차 발달하게 된다. 반면에, 현재 기상청의 정의를      

사용할 경우, 시작선언 2개월 전에 충분히 크게 발달       

한 음의 해수면 온도가 동태평양과 중태평양에 걸쳐      

넓게 나타나고 있다. 라니냐 시작 선언 이후에는 해       

수면 온도가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전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엘니뇨/라니냐 시작     

정의가 기존의 현업 방법에 비해 좀더 합리적으로 시       

작 시점을 정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6은 엘니뇨와 라니냐의 종료 선언 시점 전후의       

해수면 온도의 진행과정을 나타낸다. 엘니뇨의 경우,     

종료 선언 2개월 전에 강한 양의 해수면 온도가 동태        

평양과 중태평양에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양의 해수      

면 온도는 빠른 속도로 소멸하게 되어, 종료시점에는      

매우 약한 양의 해수면 온도 아노말리가 중태평양에      

제한되어 나타나고 있다. 종료 선언 이후, 양의 해수       

면 온도 아노말리는 사라지고, 음의 해수면 온도가 적       

도에서 나타나게 된다. 이는, 엘니뇨 종료시점의 정의      

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라니냐의 경우에도, 종료 선언 2개월 전에 중태평     

양에 음의 아노말리가 나타난다. 이 음의 아노말리는     

점차 소멸되어, 종료 선언 1개월 전에 거의 정상상태     

로 돌아오게 된다. 종료 선언시점에는 적도 동태평양     

에 양의 아노말리가 약하게 발생하여, 그 이후 양의     

아노말리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본 연구     

에서 제안한 방법이 엘니뇨와 라니냐의 종료시점을     

합리적으로 정의하고 있음을 제시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현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엘니뇨/라니     

냐 시작과 종료 시점의 진단을 보완하기 위하여 NINO3.4     

SST 아노말리 자료를 사용하여 1950-2011년 기간의     

엘니뇨/라니냐 시작의 새로운 정의로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3가지 조건을 사용하여 엘니뇨(라니냐)     

시작은 다음과 같이 간단히 정리될 수 있다.

1. 진단하는 달의 바로 전 달의 NINO3.4 SST 아노     

말리가 1oC 이상 (−1oC 이하)인 경우

2. 진단 바로 전 두 달의 NINO3.4 지수의 평균이     

0.5
o
C 이상 (−0.5

o
C 이하)인 동시에 진단 바로 전     

달이 0.8° 이상 (−0.8o 이하)인 경우

3. 진단 바로 전 세 달의 NINO3.4 지수의 평균이     

0.5oC 이상(−0.5oC 이하)이며, 또한 진단 바로 전     

달이 (0.7o 이상 (−0.7o 이하) 이상인 경우

Fig. 5. The same as Fig. 4 except for La Niña. Fig. 6. Composites of SST anomalies around termination

timing of El Niño [Left panels] and La Niña [Right panels]

based on the present defi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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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엘니뇨(라니냐)의 종료는 다음과 같이 선언할      

수 있다.

1. 진단하는 달의 바로 전 달의 NINO3.4 지수가       

0oC 이하 (0oC 이상)인 경우

2. 진단하는 달의 바로 전 두 달의 평균 NINO3.4        

지수가 0.2oC 이하 (−0.2oC 이상)인 경우

3. 진단하는 달의 바로 전 세 달의 평균 NINO3.4        

지수가 0.3oC 이하 (−0.3oC 이상)인 경우

현업에서는 엘니뇨/라니냐 선언이 지연되는 문제점    

이 발견되었으나, 그에 반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조건으로 엘니뇨/라니냐를 진단했을 시 현업에서 제     

시하는 진단보다 평균 5-6개월 정도 빨리 선언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6/07년 엘니뇨 같은      

발생 기간이 짧은 엘니뇨/라니냐의 경우에 현업에서     

사용하는 진단법으로는 엘니뇨/라니냐를 진단하지 못    

하는 문제점이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상      

의 경우도 엘니뇨/라니냐를 진단해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정의로 엘니뇨/라니냐 해      

들은 WMO에서 제시한 해들과 매우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상청-기후변화정보센터 (Climate Change    

Information Center; CCIC) 홈페이지 (http://www.climate.    

go.kr/index.html)에서 기술하고 있는 과거 엘니뇨/라니    

냐의 발생년도와도 거의 일치함을 볼 수 있다. WMO       

에서 정의한 엘니뇨는 1950년부터 2011년까지 총 19      

개의 엘니뇨 발생을 나타내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 제       

안한 정의를 사용하였을 때는 5번을 제외하고 WMO      

에서 정의한 것과 같은 엘니뇨 발생년도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이러한 차이도 엘니뇨 정의 문제라기보다      

는 현재 현업에 맞추기 위해 최근 30년 자료를 사용        

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실제로, 총 자료 기간에      

대한 기후값 (60년 평균)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WMO      

의 정의와 더욱 일치하였다.

엘니뇨 시작 시기는 약간의 차이를 가지는 발생년      

도 (3개)가 나타나지만, 이 차이는 약 3개월 정도로서       

엘니뇨 발생을 정의하는 데 있어 미비한 것으로 보인       

다. 라니냐 발생도 마찬가지로 WMO에서 정의한 시      

작 시기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80년대 이       

후에 강도가 약하거나 기간이 짧게 나타난 엘니뇨/라      

니냐의 경우도 본 연구에서 제안한 정의를 사용함으      

로써 매우 잘 진단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엘니뇨, 라니냐를 해수면 온도에 기반      

하여 정의하였다. 하지만, 엘니뇨, 라니냐의 진행 경      

향은 해수면 온도보다는 혼합층 아래의 해수온도 변      

화에 더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엘니뇨, 라니       

냐의 정의에 해수 온도로 정의하는 것은 매우 좋은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안정적인 해       

양의 안정적인 관측 지점이 매우 제한적이고, 실시간     

으로 자료를 획득하는 데도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모든 상황에서 엘니뇨를 진단, 감시해야하는 현업에     

서는 아직까지는 해수 자료 사용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해수 온도를 위한 진단 방법을 개발하고, 검     

증해보는 게 필요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열대 태평양에 두 가지 형태의 엘니뇨     

가 존재하고, 그 엘니뇨들의 전 지구 영향이 매우 다     

르다는 연구가 많이 보고되고 있다. (Ashok et al., 2007;     

Kug et al., 2009; Kao and Yu, 2009; Kug et al.,     

2010). 따라서, 현업에서도 엘니뇨의 영향을 정확히 판     

단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형태의 엘니뇨 진단의 필요     

성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많은 연구에서     

서로 다른 방법으로 두 가지 형태의 엘니뇨를 정의하     

고 있다. 기상청 현업에서는 현재 이런 두 가지 형태의     

엘니뇨에 대한 객관적 정의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엘니뇨/라니냐 정의도 이러한 두     

가지 타입의 엘니뇨를 구별하지 않고 있다. 현재 정     

의는 NINO3.4 SST만 사용하기 때문에, 두 가지 타입     

의 엘니뇨의 시작과 종료를 정의하는 데 한계를 가지     

고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엘니뇨 패턴의 다     

양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보다 다양한 지수를 사용한     

엘니뇨/라니냐 정의와 두 가지 타입 엘니뇨의 시작,     

종료 정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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