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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Natural variability associated with a variety of large-scale climate modes causes regional

differences in sea level rise (SLR), which is particularly remarkable in the Pacific Ocean. Because the

superposition of the natural variability and the background anthropogenic trend in sea level can potentially

threaten to inundate low-lying and heavily populated coastal regions, it is important to quantify sea level

variability associated with internal climate variability and understand their interaction when projecting

future SLR impacts. This study seeks to identify the dominant modes of sea level variability in the tropical

Pacific and quantify how these modes contribute to regional sea level changes, particularly on the two

strong El Niño events that occurred in the winter of 1997/1998 and 2015/2016. To do so, an adaptive data

analysis approach, Ensemble Empirical Mode Decomposition (EEMD), was undertaken with regard to two

datasets of altimetry-based and in situ-based steric sea levels. Using this EEMD analysis, we identified

distinct internal modes associated with El Niño-Southern Oscillation (ENSO) varying from 1.5 to 7 years

and low-frequency variability with a period of ~12 years that were clearly distinct from the secular trend.

The ENSO-scale frequencies strongly impact on an east-west dipole of sea levels across the tropical Pacific,

while the low-frequency (i.e., decadal) mode is predominant in the North Pacific with a horseshoe shape

connecting tropical and extratropical sea levels. Of particular interest is that the low-frequency mode

resulted in different responses in regional SLR to ENSO events. The low-frequency mode contributed to a

sharp increase (decrease) of sea level in the eastern (western) tropical Pacific in the 2015/2016 El Niño but

made a negative contribution to the sea level signals in the 1997/1998 El Niño. This indicates that the SLR

signals of the ENSO can be amplified or depressed at times of transition in the low-frequency mode in the

tropical Paci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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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992년 8월에 발사된 저궤도 인공위성인 TOPEX/

Poseidon호는 전지구적인 해수면 변화를 관측함으로써 해

수면 연구의 전기를 마련하였고, 이후 Jason-1/2/3, ERS-

1/2, Envisat 등과 같은 다양한 후속위성의 등장은 전지구

및 지역별 해수면 변화 연구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전지구 평균 해수면은 위성관측 이후*Corresponding author. E-mail : jhmoon@jeju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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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1993년부터 2010년까지

평균 해수면 상승률은 3.2 ± 0.4 mm/yr로 나타났다(e.g.,

Ablain et al. 2009; Beckley et al. 2010; Leuliette and

Scharroo 2010; Nerem et al. 2010; Church and White

2011; Masters et al. 2012). 지속적으로 상승해온 전지구

평균 해수면과는 달리 해수면 상승은 지역적으로 큰 편차

를 보이는데, 특히 태평양에서 그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난

다. 위성관측 이래로 열대 서태평양의 해수면 상승률은 전

지구 평균 해수면보다 수배 빠른 상승률을 보인 반면 동

태평양의 해수면 상승은 반대로 정체되거나 오히려 감소

하는 패턴을 나타냈다(Church et al. 2010; Bromirsk et al.

2011; Zhang and Church 2012). Merrifield (2011)는 장기

간 조위관측 자료를 분석한 결과 1990년대 초 이후 열대

서태평양의 해수면은 빠르게 상승한 반면 동태평양 연안

의 해수면은 거의 정체됨을 보였고, 이는 위성관측 이래로

나타난 태평양의 상승패턴과 일치한다. 

이러한 열대 태평양 해수면 상승의 지역적 변화는 최근

들어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2010년부터 기존 열대 태

평양의 해수면 상승패턴과는 반대로 열대 서태평양에서

급격히 하강하고 동태평양에서는 오히려 상승하는 패턴이

나타났다(Hamlington et al. 2016; Cha and Moon 2018;

Cha et al. 2018). Fig. 1은 각각 1993년에서 2010년(Fig.

1a), 1993년에서 2017년(Fig. 1b), 그리고 최근 2011년부

터 2017년(Fig. 1c)까지 위성관측기반의 해수면 상승패턴

을 나타낸 그림이다. 1993년에서 2010년까지 태평양에서

해수면 상승은 기존의 열대 서태평양에서 빠른 상승과 동

태평양에서 정체 또는 하강하는 패턴을 뚜렷하게 나타낸

다(Fig. 1a). 하지만 2017년까지 연장된 해수면 상승패턴

(Fig. 1b)을 보면 동서 방향의 지역적인 편차가 크게 약화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최근 몇 년간 기존의 해

수면 상승패턴과는 반대로 열대 서태평양에서 해수면이

급격히 하강하고 동태평양에서는 상승하는 변화를 보였기

때문이다(Fig. 1c). Hamlington et al. (2016)은 Cyclo-

Stationary Empirical Orthogonal Function (CSEOF)를 사

용하여 최근 나타난 기존과 다른 해수면 상승패턴이 El

Niño Southern Oscillation (ENSO), Pacific Decadal

Oscillation (PDO)와 같은 태평양에서의 장주기 기후변동

성과 연관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2015/2016년 같은 강력한 엘니뇨는 급격한 해수면 변화를

동반하기 때문에 기후변화와 관련된 자연변동성(natural

variability)을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 경년에서 수십 년에

이르는 다양한 시간규모의 변동성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

해수면 상승으로부터 자연변동성을 명확하게 분리하는 것

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해수면 변화를

예측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

현상은 비선형(Non-linear)과 비정상성(Non-stationary)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시계열 자료에 내재되어 있는 고유

변동성을 정확하게 분리해 내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문제

이다. 

파형요소(wavelet) 및 스펙트럼 분석과 같은 기존의 시

계열 자료 분석법은 선형(linear)이나 정상성(stationary)을

가정하여 분석하기 때문에 비선형과 비정상성이 포함된

자연현상으로부터 내재된 변동성을 분리하는데 적합하지

않다. 또한 EOF나 CSEOF와 같은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 방법은 3차원 시공간 자료로

부터 직교함수를 검출하는 방법으로 공간 분포의 시간적

Fig. 1. Sea level trends over the Pacific from (a) 1993 to

2010, (b) 1993 to 2017, and (c) 2011 to 2017 based

on altimeter measurement data. Two selected

regions shown in (a), R1 and R2, indicate the

areas where the time series of regional mean sea

level will be exam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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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다양한 주기

의 변동성이 주성분 시계열에 포함되어 있어 특정 주기의

변동성을 추출하기 어렵다. 신호 분해 방법인 앙상블 경험

적 모드 분해법(Ensemble Empirical Mode Decomposition,

EEMD, Wu and Huang 2009)은 기저함수(basis function)

를 사용하는 기존의 분석방법과 달리 자료의 시간규모와

국지적인 특성(local characteristics)에 기반하여 신호를 분

해하는 방법으로 자료의 비선형과 비정상신호를 그대로

보존할 수 있어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e.g., Lee

et al. 2012; Kidwell et al. 2014; Kim and Cho 2016).

Kidwell et al. (2014)는 EEMD를 사용하여 열대 태평양

표층수온 웜풀(warm pool) 변화로부터 단주기 및 장주기

변동성과 관련된 Central Pacific (CP) 엘니뇨와 Eastern

Pacific (EP) 엘니뇨 성분을 성공적으로 분리하였다. 본 연

구에서는 이러한 장점이 있는 EEMD를 사용하여 열대 태

평양의 지역적인 해수면 상승으로부터 주기별로 내재모드

를 분해하였고 내재된 모드들과 태평양의 지역적인 해수

면 변화와 연관성을 파악했다. 특히 위성관측 이후 발생한

엘니뇨 중 가장 강력했던 1997/1998년 엘니뇨와 2015/

2016년 엘니뇨 시기의 해수면 상승 및 하강에 대해 단주

기 또는 장주기 기후 모드가 얼마나 기여했는지 정량적으

로 분석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관측자료

본 연구에서는 태평양의 해수면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호주의 Commonwealth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Organization (CSIRO)에서 제공하는 위성고도계 해수면

편차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자료는 NASA Jet Propulsion

Laboratory에서 TOPEX/Poseidon, Jason-1 자료와 Archiving,

Validation, and Interpretation of Satellite Oceanographic

(AVISO)에서 Jason-2/OSTM 자료를 제공받아 결합한 자

료로써 1o× 1o의 해상도로 65oS−65oN 범위의 거의 전지구

를 포함하는 자료이다(https://research.csiro.au/slrwavescoast/

sea-level/measurements-and-data/sea-level-data/). 태평양의

지역적인 해수면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1993년부터

2017년까지 총 25년간의 월별자료를 사용했다. 위성고도

계 해수면 자료와 더불어 해수의 밀도변화에 의한 해수면

변화를 평가하기 위해 Met Office Hadley Centre (https://

www.metoffice.gov.uk/hadobs/en4/download-en4-2-0.html;

Good et al. 2013)의 EN4 자료를 사용하여 열·염분 해수

면 높이(steric height, ξs)를 계산하였다. EN4는 전지구 범

위에 걸친 다양한 현장관측자료(e.g., WOD5, XBT, CTD,

Argo 등)를 객관분석을 통해 1o× 1o 간격의 격자체계로

생산한 해양자료로 수평-수직에 대한 수온과 염분 자료를

제공한다. 열·염분 해수면 높이, ξs는 다음과 같이 계산

된다.

(1)

여기서 ρ0는 수온 0oC, 염분 35 psu에서의 해수밀도를 의

미하고, ρ는 관측된 수온과 염분에서의 밀도를 나타낸

다. 위성고도계 해수면 자료와의 비교를 위해 1993년부터

2017년까지 표층에서 2,000 m까지 적분된 월평균 열·염분

해수면 높이자료를 사용하였다. 

앙상블 경험적 모드 분해법(EEMD)

본 연구에서는 해수면 자료에 내재된 주기별 변동성을

추출하기 위해 앙상블 경험적 모드 분해법(EEMD)을 적

용하였다. 기존의 신호분해 방법인 경험적 모드 분해법

(EMD, Huang et al. 1998)은 복잡한 시계열 자료를 유한

한 수의 내재적 모드함수(Intrinsic Mode Function, IMF)

와 경향성을 나타내는 잔차(residue)로 분해하는 방법이

다. EMD를 통해 분해된 내재모드는 다음의 두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1) 분해된 모드의 국지 극댓값(local

maximum) 및 극솟값(local minimum)의 수와 영점을 교

차(zero-crossing)하는 수는 같거나 최소 1이어야 하고,

2) 모드의 국지 극댓값과 국지 극솟값에 의해 정의된 상위

막(upper envelope)과 하위 막(lower envelope)의 평균은

0이어야 한다. EMD의 모드 분해과정은 다음과 같다. 

(1) 분해하려고 하는 시계열 자료 x(t)의 국지 극대·극

소를 추출한 후 삼차 스플라인보간법(cubic spline

interpolation)을 사용하여 상위 막과 하위 막을 형성한다.

(2) 상위 막과 하위 막의 평균을 계산하여 원 시계열 자

료 x(t)에서 제거한다.

(3) (1)-(2) 과정을 반복수행 하여 상위 막과 하위 막의

평균이 0을 만족하면 이를 IMF1로 정의한다. 

(4) 원 시계열 자료 x(t)에서 IMF1를 제거한 나머지

r(t) = x(t) − IMF1(t)에 대해서도 (1)-(3) 과정을 반복 수행

한다. 

(5) 최종적으로 원 시계열 자료 x(t)는 분해된 IMF들과

경향성을 나타내는 잔차의 합을 통해 아래의 식 (2)와 같

이 표현된다.

(2)

여기서 N은 추출된 IMF의 개수이다. 하지만 기존의

EMD는 서로 다른 모드 내에 에일리어스(alias)에 의한 유

사한 진동이 포함되는 “모드 혼합(mode mixing)”의 문제

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Wu and

Huang (2009)은 백색 잡음(white noise)을 원 시계열 자료

ξ
s

1

ρ
0

----- ρ ρ
0

–( ) zd
H–

0

∫–=

x t( ) IMF
i
t( ) r t( )+

i 1=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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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추가하고, 잡음이 추가된 자료의 앙상블을 만든 후 각

앙상블에 대해 EMD를 수행하여 나온 결과들을 앙상블

평균함으로써 모드 혼합 문제를 해결했다. 이 방법을

EEMD라고 한다. Fig. 2는 본 연구에서 적용한 EEMD의

흐름도를 나타낸다. N은 추출된 IMF의 개수, m은 앙상블

횟수를 나타내며 EEMD 분해결과에서 i번째 모드(IMF,

Ci)는 m개의 EMD 결과들 의 평균을

의미한다. EEMD는 백색 잡음의 진폭과 앙상블 횟수를

설정하여 사용하는데, 백색 잡음의 진폭이 작을 경우 오차

는 적으나 모드 혼합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백색 잡음

의 진폭이 클 경우 모드 혼합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오

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너무 작거나 큰 진폭

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일반적으로 진폭은 표준편차의

0.2배, 앙상블 횟수는 수백 번이 적합하다(Lei et al. 2009;

Lee et al. 2012; Kim and Cho 2016). 

3. 결 과

열대 태평양의 해수면 변화

1993년부터 2017년까지 열대 태평양의 지역별 해수면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열대 서태평양(R1, Fig. 1a)과 열대

동태평양(R2)에서의 평균 해수면 변화를 Fig. 3에 나타냈

다. R1과 R2 두 지역의 해수면 변화는 경년 변동성이 뚜

렷하게 나타나며 서로 반대되는 위상을 보인다. 엘니뇨 시

기에 R1 지역은 해수면이 하강하고 R2 지역에서 상승하

는 패턴을 보이는데 특히 강력했던 1997/1998년과 2015/

2016년 엘니뇨 기간에 해수면은 10−20 cm 이상의 큰 변

화를 겪었다. 이러한 해수면 변동성은 열·염분 해수면 변

화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확인된다. 열·염분 해수면은 담수

유입에 의한 질량변화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장기 경향

성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ENSO와 관련된 경

년 변동성은 위성 해수면과 거의 일치한다(상관관계:

r > 0.89). 이것은 열대 태평양에서 무역풍의 강화 또는 약

화에 따른 해양순환과 그에 따른 해양열의 재분배(ocean

heat redistribution)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1997년 엘니뇨 시기에 무역풍의 약화로 열대 서태평양 상

층의 따뜻한 해수가 열대 동태평양으로 수송되어 열대 동

태평양의 해수면이 급격하게 상승하지만, 열대 서태평양

의 경우는 반대로 하강한다. 그 결과 열대 태평양의 해수

면은 동서 방향으로 강한 “sea-saw” 또는 “dipole” 모드를

나타낸다(Landerer et al. 2008). 

1993년 이후로 열대 서태평양의 해수면 상승률은 약

4.5 mm/yr로 빠르게 상승하는 경향성을 나타내고, 열대 동

태평양은 상대적으로 느린 해수면 상승률을 보임으로써

지역적인 편차가 뚜렷하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열대 태

평양의 해수면은 커다란 변화를 겪었는데, 1993년부터

2017년까지 해수면 상승패턴과는 반대되는 패턴이 나타났

다. R1 지역의 경우 2010년부터 해수면 상승이 정체되었

다가 2013년경 급격히 하강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R2 지

역은 2010년 이후 급격히 상승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열

대 서태평양에서 하강하고 열대 동태평양에서 상승하는

해수면 패턴은 2000년대 초반에도 지속되었는데, 이는 동

서 방향으로 진동하는 경년-장주기 해수면 변동에 영향을

받는 것을 보여준다. 최근 해수면 상승의 급격한 변화는

c
i 1,

c
i 2,

… c
i m,

, , ,( )

Fig. 2. Flowchart of EE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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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면 상승률의 공간적인 분포(Fig. 1c)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나며 열대 태평양뿐만 아니라 북태평양의 동쪽 연안

을 따라서도 강하게 나타난다. 해수면 변화는 지구온난화

에 의한 인위적인 요인(anthropogenic component)과 기후

변동성과 관련된 자연적 요인(natural component)에 영향

을 받지만, 지역적인 해수면 편차는 주로 자연변동성에 의

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Zhang and Church

2012; Moon et al. 2013). 

해수면 변화에 내재된 모드 특징

최근 해수면 경향성의 급격한 변화를 포함한 열대 태평

양의 해수면 변화에 내재된 고유 변동성을 파악하기 위해

EEMD를 적용하여 R1과 R2 지역의 평균 해수면 변화를

각각의 내재된 고유모드와 잔차로 분해했다(Fig. 4). 또한

해수의 밀도변화에 의한 열·염분 해수면 자료의 EEMD

분해결과를 Fig. 4에 같이 제시하였다. EEMD 분해결과는

단주기 내재모드 함수인 IMF1에서 장주기 모드인 IMF7

순으로 총 7개의 내재모드와 최종적으로 비선형의 경향성

을 나타내는 잔차로 분리되며 분해된 각 모드들의 합으로

원래 해수면 자료의 변화를 정확히 복원할 수 있다. 

위성기반 해수면과 열·염분 해수면의 EEMD 결과는 각

모드뿐만 아니라 잔차에 있어서도 서로 거의 일치하는데,

이는 단주기에서 장주기에 이르는 열대 태평양의 해수면

변화가 주로 해수의 열팽창효과(thermosteric effect)에 기

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분해된 IMF들을 스펙트럼 분석

하여 각 모드의 주기별 에너지 밀도를 Fig. 5에 나타냈

다. R1과 R2 두 지역 모두에서 IMF1은 1년 이하, IMF2

는 1년 주기에서 에너지 피크를 보이면서 계절 내 진동

(intra-seasonal) 및 계절진동(seasonal)의 단주기 변동특성

을 나타낸다. IMF3은 ~1.5년 이하의 주기에서 피크를 보

이면서 경년 변동성을 나타내지만, 계절진동 주기의 에너

지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IMF4는 3−4년 사이에서 최대

에너지 밀도를 보이고 열대 태평양 해수면의 강한 경년

변동성을 나타낸다. IMF3과 IMF4에서 엘니뇨(라니냐) 시

기에 R1지역에서 해수면이 하강(상승)하고, R2 지역에서

는 상승(하강)하는 반대되는 위상을 보이는데, 이는

EEMD를 통해 열대 태평양의 해수면 변화로부터 ENSO

와 관련된 해수면 변화가 잘 추출되었음을 의미한다.

IMF5는 모드 중에서 가장 강한 에너지 밀도를 보이며 주

기는 ~6.3년으로 sub-decadal 변동성을 나타내지만, 1997/

1998년도 엘니뇨와 같은 강한 변화가 내재되어 있어

ENSO와 관련된 경년 변화를 나타낸다. ENSO와 관련된

Fig. 3. Time series of mean sea level changes over the (a) R1 and (b) R2 shown in Fig. 1: altimetry (black) and steric

height from EN4 (red) with their trends (dashed 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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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년 변동성(IMF3−5)은 열대 태평양의 해수면 변

화에 50−60% 정도를 설명한다(Table 1). 

IMF6−7은 각각 ~12.5년과 ~25년 주기에서 최대 에너

지 밀도를 가지는 해수면의 장주기 변동성을 나타내지만,

IMF7의 경우 다른 모드에 비해 매우 약한 에너지 밀도를

가지며 해수면 변화에 대한 기여도도 거의 없다(Table 1).

앞선 IMF3−5와는 다르게 IMF6은 ENSO와 관련된 해수

면 변동성과는 뚜렷하게 구분된다. 예를 들어 1997/1998

년 엘니뇨 시기에 R2 지역에서 IMF3−5는 양(+)의 위상을

보이지만, IMF6의 경우는 반대로 음(−)의 위상을 나타냄

으로써 ENSO와는 구분되는 변동성을 가진다. 주목할 만

한 점은 IMF6에서 나타나는 장주기 변동성(decadal)이 최

근 나타난 열대 동-서태평양의 급격한 해수면경향의 변화

와 일치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2010년 이후로 나타난

해수면 상승의 변화는 ENSO와 관련한 경년 변동성과 구

분되는 장주기 변동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의미한

다. Cha et al. (2018)은 태평양에서 해수면 변화의 뚜렷한

장주기 변동성(~12년 주기)을 보고했고, 이러한 장주기 변

동성이 최근 지구온난화의 재개(resumption)와 관련이 있

음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잔차는 비선형의 장주기 경

향성을 나타내며 R1과 R2 지역에서 2000년도 중반과 초

반을 전후로 상승하는 경향이 바뀌는 모습을 보이지만, 두

지역 모두에서 상승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EEMD로 분해된 각각의 IMF가 백색잡음(white-noise)

과 구별되는 유의미한 변동성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Wu

and Huang (2004)에서 제시한 유의성 검증을 수행하였

다. Wu and Huang (2004)은 분해된 IMF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된 백색잡음에 대한 확

산함수(spread function)의 확산한계선(spread line)을 사용

하여 유의성 검정(significance test)을 수행했다. Fig. 6에

서 점선과 실선은 95%와 99% 유의수준에 해당하는 신뢰

구간(확산한계선)을 나타내고, 각 IMF의 에너지 밀도가

확산한계선보다 위에 위치하면 유의수준의 확률로 백색잡

음과 구별되는 유의미한 변동성이라고 판단 할 수 있다.

R1과 R2 지역에 대한 IMF의 유의성 검정결과 IMF7을 제

외한 나머지 모드들의 에너지 밀도는 99% 확산한계선보

다 위에 위치하여 백색잡음과 구별되는 유의미한 변동성

을 나타낸다. IMF7의 경우 위성 관측자료에서는 95%의

확산한계선보다 위에 위치하지만, 열·염분 해수면 변화의

경우 95%의 확산한계선보다 아래에 위치하여 백색잡음이

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미한 변동성으로 보기

어렵다. 이러한 결과는 분해된 IMF7의 변동성이 다른

IMF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작은 진폭을 보이는 것과 일치

한다. 

Fig. 4. EEMD decompositions of time series in the (a) R1 and (b) R2 for altimetry sea level (black) and steric sea

level (red) products. All of the original monthly data (top) were decomposed into seven intrinsic mode

functions (IMF) and the residue (bottom panels) by EEM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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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pectral energy density of each IMF mode for the monthly altimetry sea level (circle) and EN4 steric sea level

(cross symbols) for the (a) R1 and (b) R2 

Table 1. The fractional variance explained by each mode derived from EEMD for R1 and R2

Region 1
Data

Region 2
Data

CSIRO EN4 CSIRO EN4

IMF1 1.1% 1.4% IMF1 1.7% 2.4%

IMF2 2.7% 5.0% IMF2 4.9% 4.1%

IMF3 12.2% 15.7% IMF3 16.0% 20.5%

IMF4 19.9% 24.4% IMF4 25.3% 34.4%

IMF5 20.2% 23.1% IMF5 19.2% 22.0%

IMF6 7.0% 6.4% IMF6 14.5% 12.1%

IMF7 0.1% 0% IMF7 0.1% 0%

Residue 37.2% 24% Residue 18.3%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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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드별 공간분포 특징

EEMD 분석 결과는 열대 태평양의 지역별 해수면 상승

이 ENSO와 관련된 경년 변동성(interannual variability)과

장주기 변동성(decadal variability)에 의해 강하게 지배를

받고 있음을 나타낸다. 열대 태평양의 해수면 변화에 내재

된 주요 모드와 관련된 태평양에서의 공간적인 분포 특징

을 파악하기 위해 R1과 R2 지역의 경년 및 장주기 모드

와 격자 별 해수면 변화의 상관관계를 공간분포로 나타냈

다(Fig. 7). 열대 서태평양(R1)에서의 경년(IMF3−5) 모드

는 주로 위도 15oS−20oN 범위의 열대 해역에 국한되어

±0.8 이상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며 동서 방향으로 서로

반대되는 상관관계를 보이는 뚜렷한 dipole 분포를 나타낸

다(Fig. 7a). 열대 해역에서 벗어나면 북동태평양 연안과

북태평양 중앙해역이 서로 반대되는 상관관계가 나타나

지만, 열대 해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약한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열대 동태평양(R2)의 경우는 열대 서태평양과

는 정확히 반대되는 상관분포를 보임으로써 EEMD를 통

해 분리된 경년 모드는 태평양 해수면 변화에 있어 열대

해역에 제한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

한 분포는 엘니뇨 시기에 무역풍의 약화와 라니냐 시기에

무역풍 강화에 의한 해수면 변동패턴과 일치한다(e.g.,

Zhang and Church 2012; Hamlington et al. 2014, 2016). 

장주기 모드(IMF6)와 관련된 태평양의 해수면 분포는

경년 변동성에 의한 해수면 분포와 유사하게 열대해역에

서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며 열대 서태평양과 동태평양이

서로 반대되는 공간분포를 나타낸다(Fig. 7c, d). 하지만

경년 모드의 변동패턴과 비교해서 열대 중앙태평양 해역

에서 남북방향으로 폭넓게 확대되고, 특히 북태평양 대부

분 해역에서 ±0.6 이상의 강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특징

을 보인다. 또한 미국 서부연안을 포함하는 북동태평양 연

Fig. 6. Significance tests of the seven IMFs of the monthly altimetry sea level (circle), EN4 steric sea level (cross

symbols) in the (a) R1 and (b) R2. The dashed (solid) lines indicate the 95% (99%) confidence levels

determined from Gaussian white no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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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북태평양 중앙해역에서 서로 반대되는 공간 패턴을

보임과 동시에 열대 중앙태평양 해역과 북동태평양 연안

이 같은 상관분포로 연결되어 있어 “말굽모양(horse-

shoe)”과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이러한 분포양상은 경년

변동성과 관련된 공간분포와는 명확히 구분되는 특징이며

Fig. 1c에 나타낸 최근 해수면 상승률의 공간분포 양상과

도 거의 일치한다. 결과적으로 최근 나타난 열대 동-서태

평양의 급격한 해수면 변화는 ENSO 변동성과는 구별되

는 장주기 변동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 모드는 열대

태평양을 포함하고 북태평양 전역에 걸쳐 나타나는 대규

모 해수면 변화에 영향을 준다. 장주기 모드에 의한 열대

및 북태평양 지역 해수면의 상관분포는 북태평양 해수면

온도의 경험적 직교함수의 제1모드로 정의되는 PDO의

공간분포와 매우 유사하다(Mantua et al. 1997). PDO와

관련된 기후변동성은 열대해역의 무역풍과 북태평양에서

의 대규모 바람패턴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PDO의 위상

(phase)에 따른 바람패턴의 변화로 열대 태평양뿐만 아니

라 북태평양 전 범위에 걸쳐 동쪽과 서쪽이 반대되는 해

수면 변동이 발생한다(Merrifield et al. 2012; Zhang and

Church 2012; Moon et al. 2013, 2015; Cha et al. 2018).

최근 Cha et al. (2018)은 열대 태평양의 장주기 모드

(IMF6, ~12년 주기)가 PDO와 무역풍의 decadal 변동성과

일치하는 것을 보였으며 PDO와 관련된 바람패턴을 적용

한 모델실험을 통해 태평양에서의 장주기 해수면 변동성

을 잘 재현했다.

ENSO 시기 해수면 상승에 대한 모드별 기여도 

EEMD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열대 태평양의 해수면

변화는 ENSO이벤트에 상응하는 열대 동·서태평양의 강

한 경년 변동성과 북태평양 전역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뚜렷한 장주기 변동성이 동시에 내재되어 있다. 엘니뇨/라

니냐는 열대 태평양에서 동서 방향의 강한 해수면 상승과

하강을 동반하며 실제로 1997/1998년과 2015/2016년 엘

니뇨 시기에 열대 서태평양(동태평양) 지역의 해수면은

10 cm 이상 하강(상승)하여 위성관측 기간 중 가장 큰 변

동폭을 보였다(Fig. 3). 장주기 모드가 열대 태평양에서 동

서 방향의 해수면 상승에 기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ENSO 이벤트 시기에 해수면 변화 또한 장주기 모드에 직

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다. 최근 발생한 2015/2016년 엘

니뇨는 위성관측이후 발생한 엘니뇨 중 가장 강했던

1997/1998년 엘니뇨와 비슷한 강도를 보였다(Levine and

McPhaden 2016; Hu and Fedorov 2017; Yeo et al. 2017).

두 엘니뇨(1997/1998년, 2015/2016년) 기간에 태평양의

지역적인 해수면 상승패턴을 파악하기 위해 엘니뇨 성숙

기(mature phase)인 11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의 평균 해

수면 분포를 Fig. 8에 나타냈다. 두 엘니뇨 기간에 열대 서

태평양의 해수면은 하강하고 동태평양의 해수면은 상승하

면서 두 지역의 해수면 차가 50 cm 이상인 dipole 패턴이

Fig. 7. Correlations of altimetry-based sea level anomalies for 1993−2017 with the inter-annual mode (IMF3−5) in (a)

R1 and (b) R2, and with the decadal mode (IMF6) in (c) R1 and (d) 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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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2015/2016년 엘니뇨는 1997/

1998년 엘니뇨와 비교해서 북동태평양 연안을 따라

10 cm 이상 높은 해수면 상승패턴이 나타나고, 동시에 열

대해역의 해수면 dipole이 보다 서쪽으로 이동한 분포를 보

인다. 

Fig. 9는 두 엘니뇨 기간에 R1, R2 지역의 해수면 변화

에 대한 각 내재모드의 기여도를 나타낸다. 단주기 변동성

인 계절 내 진동 및 계절진동(IMF1−2)과 IMF7(~25년 주

기)은 평균 5% 미만의 기여도를 보여 두 번의 엘니뇨 기

간에 열대해역 해수면 및 열·염분 해수면 변화에 거의 영

향을 주지 못했다. 반면에 경년(IMF3−5) 및 장주기

(IMF6) 모드는 열대 서태평양의 해수면 하강과 동태평양

의 해수면 상승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두 엘니뇨 기간

해수면 변화에 대한 IMF3−5의 평균 기여도는 각각 27.0,

37.6, 29.6%로 전체 해수면 변화의 90% 이상을 설명한

다. 그러나 흥미로운 사실은 ENSO 모드와는 달리 장주기

모드(IMF6)는 두 엘니뇨 기간 해수면 변화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즉 두 엘니뇨 기간에 ENSO 모

드와 IMF6의 위상이 서로 반대로 나타난다. Fig. 4에서

나타낸 것처럼 IMF6는 2010년 이후로 열대 서태평양

(동태평양)에서 하강(상승)하는 소위 “low-frequency

El Niño-like” 혹은 양의 PDO 패턴을 보임으로써 2015/

2016년 엘니뇨 기간에 열대해역의 해수면 상승 및 하강을

강화 시키는 방향으로 기여했다(Fig. 9c, d). 이것은 최근

Fig. 8. Spatial patterns of altimetry sea level anomalies

during the mature phase of two El Niño events

of (a) 1997/1998 (averaged from November 1997

to January 1998) and (b) 2015/2016 (averaged

from November 2015 to January 2016) 

Fig. 9. Altimetry sea level (black) and steric height (red) anomalies with contributions from all EEMD-derived IMFs

for R1 (left) and R2 (right panels) during the mature phase of El Niño of (a, b) 1997/1998 (averaged from

November 1997 to January 1998) and (c, d) 2015/2016 (averaged from November 2015 to January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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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나타난 열대 태평양 해수면 경향의 급격한 변화(shift)

가 2015/2016년 엘니뇨 성장에 기여했음을 보여주는 결과

로 최근의 연구결과(Hamlington et al. 2016)와 유사하다.

반면에 1997/1998년 엘니뇨 기간에는 IMF6가 열대 서태

평양(동태평양)에서 상승(하강)하는 “low-frequency La

Niña-like” 혹은 음의 PDO 패턴을 보이며 2015/2016년

엘니뇨 기간과는 반대로 해수면 상승(R2)과 하강(R1)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했다(Fig. 9a, b). 기여도 분석결과는

엘니뇨/라니냐에 의한 해수면의 경년 변동성과 기후변화

에 내재된 장주기 변동성이 중첩되면서 열대 동·서태평양

의 해수면 변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역대 가장 강력했던 1997/1998년 엘니뇨 시기의 해수면

변화에 있어 장주기 변동성의 역할은 흥미로운데 만약 내

재된 장주기 모드가 “El Niño-like” 패턴을 보였다면, 아

마도 보다 강력했던 1997/1998년 엘니뇨를 경험했을 수도

있다. 위성관측동안 ENSO시기 해수면 변화에 대해서 경

년 및 장주기 변동성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1993년부

터 2016년까지 11월부터 다음해 1월(엘니뇨 성숙기)의 평

균 해수면 변화(회색)와 경년(IMF3−5, 파랑, 빨강, 노랑)

및 장주기(IMF6, 보라) 모드의 평균을 Fig. 10에 나타냈

다. 또한 엘니뇨 및 라니냐가 발생한 해는 빨간 별과 파란

별로 표시했다. 1997/1998년 엘니뇨와는 달리 장주기 변

동성이 “El Niño-like” 패턴일 때 엘니뇨 발생 빈도가 증

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라니냐의 경우는 엘니뇨와 반대되

는 경향을 보인다. 예를 들어 Fig. 10a에서 위성관측동안

총 8번의 엘니뇨 중 5번이 “El Niño-like” 장주기 패턴일

때 발생했으며 총 10번의 라니냐 중 8번이 “La Niño-

like” 장주기 패턴일 때 발생했다. 이러한 결과는 기후변동

성과 관련한 북태평양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장주기 변동

성이 ENSO시기의 열대해역 해수면 변화뿐만 아니라 엘

니뇨/라니냐의 발생 및 발달에도 기여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Moon et al. (2015)은 합성분석(composite

Fig. 10. Three months (November, December, January) averaged altimetry sea level anomalies (gray bar) with sea

level contributions from EEMD-derived inter-annual mode (IMF3−5, blue, red, yellow) and decadal mode

(IMF6, purple) for (a) R1 and (b) R2 for the period of 1993 (averaged from November 1993 to January

1994)−2016 (averaged from November 2016 to January 2017). The red and blue asterisk symbols indicate El

Niño and La Niña years, respectively



132 Cha, S.-C. and Moon, J.-H.

analysis)을 수행하여 1980년도 이후 ENSO와 PDO의 동

일 위상의 증가로 최근 장주기 해수면 변동이 강화되었

음을 보고했다. 본 연구는 위성관측동안 El Niño 및

La Niña 발생과 PDO 관련 장주기 해수면 모드를 확인했

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유사하지만, 지역적인 해수면 변

화에 내재된 고유 모드를 분리하였고, 위성관측동안

ENSO 시기에 해수면 상승에 대한 모드별 기여도를 정량

적으로 평가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이를 보인다. 또

한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과 내부 변동성에 의한

영향을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태평양 지역해수면의 경년

및 장주기 변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동시에 미래 전지

구 해수면 변화와 상승을 예측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

이다.

4. 요약 및 결론

해수면 변화는 경년부터 수십 년에 이르는 다양한 시간

규모를 갖는 자연변동성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역 해수면

상승으로부터 기후변동성과 관련된 자연변동성을 분리하

는 것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 해

수면 변화를 예측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는 태평양 해수면 변화에 내재된 자연변동성을 파악하기

위해 EEMD를 사용하여 열대 태평양 두 지역의 평균 해

수면 변화로부터 내재된 고유모드를 추출하였으며 내재

된 고유모드와 태평양의 지역 해수면과의 연관성을 분석

했다. 

EEMD 분석결과 열대 태평양의 해수면 변화는 단주기

모드(IMF1)에서 장주기모드(IMF7) 순으로 총 7개의 내재

모드와 비선형의 경향성을 나타내는 잔차로 분해되었다.

모드 분석결과는 열대 태평양의 해수면 변화가 주로 경년

및 장주기 변동성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EEMD를 통해 분리된 경년 모드는 주로 열대 해역에 국

한된 해수면 변화에 지배적인 영향을 주며 동서 방향으로

반대되는 위상을 보이는 dipole 분포를 나타낸다. 장주기

변동성은 경년 모드와 비교해 열대해역에서 남북 방향으

로 폭넓게 확대되고 북동태평양과 열대 중앙태평양이 연

결된 패턴으로 ENSO와 관련된 경년 변동성과는 명확히

구분된다. 이러한 패턴은 2010년 이후의 해수면 상승패턴

과 거의 일치하며 동시에 북태평양의 기후변동성인 PDO

의 공간패턴과도 유사하다. 결과적으로 열대태평양의 해

수면 변화는 ENSO 이벤트에 상응하는 열대 동·서태평양

의 강한 경년 모드와 북태평양 전역에 걸쳐 영향을 미치

는 장주기 모드가 중첩되면서 나타난다. 1997/1998년과

2015/2016년 엘니뇨는 위성관측이후 발생한 엘니뇨 중 가

장 강력했으며 열대 동·서태평양의 급격한 해수면 변화를

야기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태평양의 장주기 변동성이

두 엘니뇨 기간의 강한 해수면 상승과 하강에 있어 서로

다른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이다. 2015/2016년 엘니뇨

시기에 장주기 모드는 “El Niño-like” 패턴을 보임으로써

열대해역의 해수면 상승과 하강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기여했다. 지난 25년간 엘니뇨/라니냐 시기에 해수면을 분

석한 결과 장주기 모드가 “El Niño-like” 패턴일 때 엘니

뇨의 발생 빈도가 보다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라니냐

의 경우는 반대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그러나, 특이하게도

1997/1998년 엘니뇨 시기에 장주기 모드는 “La Niña-

like” 패턴을 보임으로써 2015/2016년과는 다르게 열대

동·서태평양의 해수면 변동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했다. 이

러한 결과는 기후변동과 관련한 북태평양 전반에 걸쳐 나

타나는 장주기 변동성이 ENSO 시기의 열대해역의 해수

면 변화뿐만 아니라 엘니뇨/라니냐의 발생 및 발달에도 기

여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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