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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El Nino‐Southern Oscillation  (ENSO)  and winter  climate  variability  in Korea  is 
tested  by  analyzing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Automatic  Synoptic  Observing  System  datasets  for  the 
past  59  years.  Consistent  with  previous  studies,  positive  phase  of  ENSO  (El  Nino)  tends  to  cause  warmer 
temperature  and  heavier  precipitation  in  Korea  in  early  winter  with  three‐week  lead  time.  This  causality  is 
quantified by performing Granger  causality  test.  It  turns out  that ENSO explains an additional 9.25% of  the variance 
of  early‐winter  temperature  anomalies  in  Korea,  beyond  that  already  provided  by  temperature  itself.  Likewise, 
22.18%  additional  information  is  gained  to  explain  early‐winter  precipitation  variance  by  considering  ENSO.  This 
result,  which  differs  from  simple  lead‐lag  correlation  analysis,  suggests  that  ENSO  needs  to  be  considered  in 
predicting  early‐winter  surface  climate  variabilit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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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열대 태평양 해수면 온도의 주기적 변동으로 대표되는 엘

니뇨-남방진동 (El Nino-Southern Oscillation; 이하 ENSO)은 

대기-해양 상호작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요한 기후 경년 변

동 모드다 (Horel and Wallace, 1981). 열대 태평양 해수면 온

도의 상승 (엘니뇨)과 하강 (라니냐)이 3∼7년 주기로 나타나

는 이 현상은 주로 북반구 겨울철에 최대 아노말리 (anomaly) 

값을 보이며, 이는 Pacific–North American (PNA) 패턴으로 

잘 알려진 원격상관 (teleconnection)을 통해서 열대 태평양을 

벗어나 북반구 중위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Wallace and 

Gutzler, 1981; Wang et al., 2000). 동아시아 기후를 비롯한 

한반도의 기온과 강수량 변동 또한 ENSO에 영향을 받는 것

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엘니뇨 해의 한반도 겨울철은 평년

에 비해 상대적으로 따뜻하고 강수량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

다 (Kang, 1998; Son et al., 2014). 

그러나 ENSO-한반도 기후변동성간의 관계는 분석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강수량의 경우, 5일 평균 규

모에서는 초겨울에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나지만 계절 평균 

규모에서는 겨울철보다는 오히려 여름철이 유의미하게 나타

난다. Son et al. (2014)은 한반도 초겨울 강수량과 ENSO의 

상관관계가 과거에 비해 최근 들어 높아지는 장주기 변동을 

보인바 있다. 또한 한반도가 포함되어 있는 동아시아 지역의 

겨울 몬순과 ENSO와의 관계가 Pacific Decadal Oscillation, 

Atlantic Multi-decadal Oscillation과 같은 장주기 기후 변동성

의 위상에 따라 변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hen et al. 

2013; Geng et al. 2017). 이는 ENSO와 한반도 기후변동성간

의 관계가 시간 규모에 매우 민감함을 의미한다. 이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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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엘니뇨의 발생 타입이나 계절에 따라 한반도의 기온 및 강

수 변동에 미치는 영향 또한 다르게 나타난다 (Kug et al., 

2010; Kim JS et al., 2014; Ho et al., 2016). 

또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ENSO와 한반도 기후 변동성사

이의 관계를 동시 상관이나 지연 상관관계를 사용하여 설명

하는 데에 한정되어 있다. 여기에 사용된 피어슨 상관계수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는 두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정

량화하는데 유용하지만 인과관계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인

과 관계를 추정하기 위해 보통 지연 상관성을 분석한다. 이 

방법은 매우 직관적이고 간단하며 합리적인 결과를 제공하

지만, 메모리가 큰 변수가 있으면 실제와 다른 결과를 나타

낼 수 있다 (McGraw and Barnes, 2018). 아래 기술된 바와 같

이 그랜저 인과관계는 기존의 지연 상관 분석과 유사하지만 

변수 자체의 메모리를 고려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본 연구는 ENSO가 한반도 겨울철 기후 변동성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을 통해 살펴보

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한반도 장기간 일

평균 기온 및 강수량을 분석하고 적도 태평양 해수면 온도로 

대표되는 ENSO 지수와의 상관관계 및 인과관계를 비교 분

석한다. 

2. 자료 및 분석방법

2.1 자료

본 연구에서는 기상청 종관기상관측시스템 (Automatic 

Synoptic Observing System; ASOS)의 21일 이동 평균된 일

평균 기온과 강수량 관측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9개 관측 지

점에 대해 평균하여 한반도를 대표하는 값으로 정하였다. 사

용된 9개 관측 지점은 강릉 (105), 서울 (108), 추풍령 (135), 

광주 (156), 부산 (159), 인천 (112), 포항 (138), 대구 (143), 

전주 (146)이며 여기서 괄호 안의 숫자는 해당 관측소 번호를 

의미한다. 

또한 다양한 시간 규모의 ENSO를 정의하기 위해서 월평

균으로 제공하는 Extended Reconstructed Sea Surface 

Temperature version 5 (ERSSTv5; Huang et al., 2017) 해수

면 온도 (Sea Surface Temperature; SST)와 일평균으로 제공

하는 NCEP-NCAR Reanalysis 1 (NNR1; Kalnay et al., 1996) 

지상 기온 아노말리를 Nino 3.4지역인 5°S-5°N, 120°-170°W

에 대해 지역 평균하여 사용하였다. 모든 자료들은 지구온난

화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서 장기간의 트렌드를 제거하여 

사용하였다. 분석 기간은 1958년 11월부터 다음 해인 1959년 

2월까지를 1958년으로 정의하였고, 1958년부터 2016년까지 

총 59년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2.2 분석방법

2.2.1 상관관계 

두 변수의 선형 상관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피어슨 상

관계수를 사용하였다. 피어슨 상관계수는 기후 연구에서 상

관관계를 보기 위해 널리 사용되는 방법으로 그 식은 아래와 

같다.

(1)

여기서 은 매년 11월 1일부터 다음해의 2월 28일까지의 

한 시점을 의미하고 은 각 년도를 의미한다. 만약 가 11

월 1일이고 이라면 는 1958

년 11월 1일에 한반도 기온 아노말리나 강수량 아노말리를 

의미한다. 는 해당 년도인 에서 11월 1일부터 1월 31일

까지 (November-December-January; 이하 NDJ) 평균된 Nino 

3.4 인덱스를 의미한다. 만약 이라면 는 

1958년 11월 1일부터 1959년 1월 31일까지 평균된 Nino 3.4 

인덱스를 의미한다. 식 (1)에 값에 각각 한반도 기온 아

노말리와 강수량 아노말리를 넣게 된다면 위 식은 한반도 기

후 변동성 아노말리와 Nino 3.4 인덱스 간의 59년의 경년 상

관관계를 나타내는 식이 된다. 

2.2.2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

그랜저 (Granger) 인과관계는 경제학자 Clive E. Granger가 

1969년에 제안한 인과관계의 접근법이다 (Granger, 1969). 이

전에는 주로 경제학 분야에서 많이 쓰여 왔다가 비교적 최근

에 기후 연구에도 응용되기 시작하였다. Wang et al. (2004)

는 북대서양지역의 North Atlantic Oscillation (NAO)와 SST

의 관계를, 또한 Mosedale et al. (2006)는 NAO에 대한 해양

의 되먹임작용을, Strong et al. (2009)에서는 겨울철 해빙과 

NAO 되먹임 작용을 보기 위해서 그랜저 인과관계를 사용하

였다. 또한 Barnes and Simpson (2017)에서는 북극 기온에 대

한 북반구 제트기류의 민감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그랜저 인

과관계를 사용하였다.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을 이용하여 얻고자 하는 핵심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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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 변수가 다른 변수를 예측하는 데에 유용한지를 통계적

으로 판별하는 것 이다. 이를 위해선 아래와 같이 2개의 다중 

선형 회귀 방정식을 구성해야 한다. 

 (2)

 

   (3)

식 (2)는 예측시점 에 변수 를 만큼 이전 시점의 

들로 설명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변수 자체의 메모리

를 고려한다. 가 1인 경우인 은 시점으로부터 첫 번

째 시간지연, 즉 바로 전 시점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 

시간지연 간격을 21일 이동 평균된 자료의 선/후행 관계를 유

지하기 위해 21일로 잡았다. 즉 가 11월 1일인 경우 는 

10월 11일을 의미한다. 결과를 보이진 않았지만 21일 대신 

11일이나 31일을 사용했을 때에도 정성적으로 동일한 결과

를 얻을 수 있었다.

식 (3)은 같은 예측시점 에 변수 를 이전 시점의 자기 

자신인 들 뿐만 아니라 라는 또 다른 변수를 사용

하여 설명한다. 여기서 , , 들은 번째만큼 시간지연을 

가진 변수 와 또 다른 변수 에 해당하는 선형회귀

계수 (regression coefficient)를 의미한다. 그리고 는 각 회

귀 식의 오차를 의미한다. 결국 위 식들은 번째만큼의 시간 

지연을 포함한 인과관계식이라고 볼 수 있다. 만약 회귀계수 

가 모두 0이라면 식 (3)은 식 (2)와 동일하다. 반면 계수 

가 모두 0이라면 식 (3)은 단순한 지연상관성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에 21일 이동 평균한 한반도 기온 아노말

리 (anomaly, 기후 평균이 제거된 값) 혹은 강수량 아노말리

를, 에 Nino 3.4 인덱스를 사용했다. 보통 시간지연 를 결

정하는데 아카이케 정보기준 (Akaike Information Criterion; 

AIC)이나 베이지안 정보기준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BIC)을 사용한다. 먼저 AIC는 을 기준

으로 최소의 정보 손실을 가지는 최적의 모델을 찾는 것이다. 

여기서  은 우도함수 (likelihood function)이고, 은 회귀식

을 구성하는 독립변수의 수이다. 보통의 경우 독립변수의 수

가 늘어날수록 더 적합한 모델이 되기 때문에 오차는 줄지만 

그만큼 패널티를 주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자유도가 높은 모

델 선택을 피하고 최적의 시간지연을 선택하도록 돕는다 

(Akaike, 1974). BIC는 로 AIC와 

비슷하며 자료의 수인 을 포함하여 최적의 시간지연을 선택

하도록 돕는다 (Burnham and Anderson, 2004). 본 연구에서는 

Fig. 1 (c)와 Fig. 1 (d)에서처럼 주요 변수들의 메모리가 짧고,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회귀계수가 주로 첫 시간지연에서 

나타나므로, 시간지연 으로 회귀식을 구성하였다. 즉 아

래와 같은 회귀 식을 분석하였다. 

 (4)

(5)

ENSO가 한반도 기후변동성에 영향을 미친다면 아래와 같

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조건1: 이 -test의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해야 한다. 

조건2: -test를 수행해서 식 (4)와 (5)의 오차 ( )제곱 합

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달라야 한다. 

만약 두 조건이 만족한다면 ENSO가 한반도 기후 변동성

에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3. 결과 및 분석 

3.1 ENSO와 한반도 기후 변동성의 상관관계

겨울철 (NDJ) ENSO 지수와 한반도 기후 변동성 사이의 

59년의 상관관계가 일별로 Fig. 1에 나타나있다. 기온과 강

수량 두 기후 인자 모두 12월중후반에 엘니뇨와 상대적으

로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이 보인다 (Fig. 1a and 1b). 

그리고 기온과 다르게 강수량의 경우는 11월과 2월 초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난다 (Fig. 1b). 이 결

과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며 ENSO를 정의하는 Nino 3.4 

인덱스의 지역 변화나 트렌드 제거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비슷했다. 

결과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21일 이동평균된 일평균 Nino 

3.4 인덱스를 사용하여도 Fig. 1과 매우 유사한 결과를 얻었

다. 또한 그랜저 인과관계 검증 (식 (5) 참고)과의 직접 비교

를 위해 21일 이전의 Nino 3.4 인덱스와 한반도 기온/강수

와의 상관계수를 계산하였으나, 이 또한 Fig. 1과 거의 동일

한 결과를 보였다. Nino 3.4 인덱스의 21일 시간 지연에 따

른 결과의 차이가 미미한 것은 Nino 3.4 인덱스는 21일 간

격에서 자기상관계수 (auto-correlation)가 0.9 이상으로 매

우 높고, 여름-가을철에 발달하기 시작한 엘니뇨/라니냐가 

주로 겨울철 동안 최대 위상 (peak phase)을 유지하기 때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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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Correlation coefficients of NDJ mean Nino 3.4 index and 21-day running 
mean temperature. (c) Auto-correlation coefficients of daily mean temperature. 
(b,d) same as (a,c) but for precipitation. Orange lines and Red lines indicate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values at the 95% and 99% confidence level by a -test, 
respectively.

3.2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 

겨울철 ENSO와 한반도 기후 변동성 사이의 59년의 그랜

저 인과관계 검정 결과가 Fig. 2에 나타나있다. 현재 시점의 

기온이나 강수량의 아노말리를 자신의 21일전 정보로만 설명

하는 식 (4)에 해당하는 회귀계수 을 옥색선 (cyan line)으

로 나타내었다 (Fig. 2a and 2b). 추가적으로 자신뿐 아니라 

21일전 ENSO의 정보까지 포함한 식 (5)에 해당하는 회귀계

수 을 파란색선 (blue line)로 은 빨간색선 (red line)으로 

각각 나타내었다 (Fig. 2c and 2d). 각 회귀계수 중 95% 신뢰

수준의 -test를 통과한 계수들은 원 (open circle)으로 99%을 

통과한 계수들은 닫힌 원 (closed circle)으로 표시하였다. 

95%의 -test를 통과한 거의 대부분의 회귀계수들이 -test도 

통과하였기 때문에 원으로 표시된 부분은 그랜저 인과관계가 

있다고 해석해도 된다. 

Fig. 2 (a)에서 원으로 표시된 회귀계수가 양 (+)의 값이면 

해당 날짜의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그 보다 21일전의 기온의 

메모리로 설명할 수 있다. 원으로 표시된 날짜들을 살펴보면 

11월 중순부터 말까지, 그리고 12월 중순부터 1월 중순까지

를 제외하면 겨울철 한반도 기온은 자신의 메모리로 설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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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 Regression coefficients of temperature in Eq. (4) (; cyan line), (c) Those 

in Eq. (5) (; blue line), and regression coefficient of Nino 3.4 index in Eq. (5)

(; red line) as a function of calendar day. (b,d) Same as (a,c) but for 

precipitation. Values that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95% and 99% 
confidence level by a -test, are denoted with open and closed circles, 
respectively.

된다. 닫힌 원만을 고려한다면 12월 초와 2월 말의 기온만이 

자신의 메모리로 설명 가능하다 (Fig. 2a). 

자신의 메모리로 설명할 수 없는 12월 중순의 한반도 기온

은 95%의 신뢰수준에서 유의한 (open circle) Nino 3.4 지수

와의 선형회귀계수 (Fig. 2c의 빨간색선)로 설명할 수 있다. 

이는 Fig. 1 (a)에서 본 상관관계와 비슷한 결과를 보여준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그랜저 인과관계는 12월 13일부터 12

월 25일까지 나타났다. 이러한 ENSO의 영향을 정량화 하기 

위해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을 통해 구한 식 (5)와 (4)의 선형

회귀계수를 결정 계수 (R2, coefficient of determination)로 환

산하여 그 차이를 구한 결과, 이 기간 동안 Nino 3.4 지수로 

설명되는 한반도 기온의 분산 비율은 최소 5.14%에서 최대 

9.25%까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정보는 95%의 신

뢰수준에서 -test를 통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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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d) Nino 3.4 regression coefficient of temperature () in Eq. (5). (e-h) Same as (a-d) 

but for precipitation. A blue hatching denotes that station has Granger causality at the 
95% confidence level according to -test and -test.

같은 방법으로 강수량 아노말리를 살펴보면 12월 초/중순

과 1월 말 정도만 강수량 자신의 메모리로 설명이 가능하다. 

이는 99%의 신뢰수준을 고려하게 되면 (닫힌 원) 12월 중순

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고 나타난다 (Fig. 2b). 하지만 Fig. 

2 (d)에서 보듯이 강수량 아노말리를 Nino 3.4 지수와 함께 

고려한다면 강수량 아노말리 자신의 메모리로 설명할 수 없

었던 11월 초부터 12월 말까지 그리고 2월 초/중순도 설명 가

능해진다. 1월과 2월 중 후반을 제외한 겨울철에 평년대비 증

가 (감소)한 한반도 강수량은 이보다 21일 전의 엘니뇨 (라니

냐)로 설명하면 더 유용하며, 이는 앞서 본 기온과는 다르게 

99%의 신뢰 수준인 닫힌 원을 고려하더라도 유용하다고 나

타난다. 한반도 기후 변동성 중 기온보다 강수량 아노말리가 

자신의 메모리는 작고 ENSO로 많은 부분이 설명된다는 것

을 의미한다. 이 기간 동안 Nino 3.4 지수로 설명되는 한반도 

강수량의 분산 비율은 최소 5.04%에서 최대 22.18%까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를 보이진 않았지만 한반도 기온 또는 강수량 아노말

리의 이동평균 기간을 11일이나 31일로 하거나, 일 자료의 

Nino3.4 지수를 월 자료로 사용해서 반복 수행했을 때도 정

성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한반도 기온의 경우 이동평

균 기간에 상관없이 12월 중순에 Nino3.4 지수와 그랜저 인

과관계를 보였으며, 강수량의 경우 11-12월, 2월 초/중순의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보였다. 이는 ENSO의 영향

을 받는 한반도 겨울철 기후변동성이 수 일 단위의 짧은 주기

를 갖는 변동이 아니라, 수 주 이상의 주기를 갖는 계절내 변

동 임을 암시한다.

Fig. 3에서는 그랜저 인과관계의 지역적 분포를 살펴보았

다. 앞서 Fig. 2에서 11월부터 2월까지 각 월에 대표 날짜를 

임의로 뽑아서 관측소 별로 Nino 3.4 지수의 선형회귀계수를 

보았다. 이를 본 이유는 한반도 평균 된 결과 (Fig. 2)와 다른 

경향을 보이는 특정 지역이 나타나는지, 만약 나타난다면 어

느 지역에서 발생하는 지를 보기 위함이다. 

한반도 기온과 ENSO간 인과관계의 지역적 분포가 Fig. 3 

(a-d)에 나타나있다. Fig. 2c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선형회

귀계수가 나타난 12월 15일의 경우, 다른 날짜에 비해 상대

적으로 더 높은 선형회귀계수가 나타나며 이때의 Nino 3.4 

지수는 선택된 9개의 관측지점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기온 아노말리를 설명한다 (Fig. 3b). 그러나 1월 15일에 

ENSO의 설명력이 약해지고 반응의 지역적 차이도 나타난다. 

엘니뇨 겨울일 경우, 서울을 제외한 북서지역들은 평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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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기온을 보이지만 부산을 포함한 동남지역들은 평년보다 

낮은 기온을 보인다 (Fig. 3c). 2월 3일의 경우 다시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한 지점에서만 Nino 3.4 

지수와의 인과관계가 나타난다 (Fig. 3d). 

한반도 강수량과 Nino 3.4 지수 간 인과관계의 지역분포가 

Fig. 3 (e-h)에 나타나있다. 11월 15일의 경우 (Fig. 3e), 평년

대비 강수량 증가가 나타나며 이때 엘니뇨 (라니냐)는 강릉 

지역을 제외하고 전 지역의 강수량 증가 (감소)를 설명한다. 

12월 15일의 경우 (Fig. 3f), 인천과 서울과 강릉 3곳을 제외

한 지역에서 인과관계가 나타나지만 그 뒤로 1월 15일 (Fig. 

3g)의 경우 기온의 경우와 비슷하게 ENSO와의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2월 3일 (Fig. 3h)은 기온과 비슷

하게 양 (+)의 선형회귀계수가 나타나지만 한 지점에서만 

ENSO가 설명 가능한 기온의 경우와는 다르게 거의 전 지역

의 강수량 아노말리를 Nino 3.4 지수가 설명한다. 

따라서 엘니뇨 (라니냐)는 12월 중순의 평년보다 높은 (낮

은) 한반도 기온을 설명하고 양 (음)의 강수량 아노말리에는 

더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다. 하지만 1월 중순의 경우에는 다

른 경우들과 반대로 평년보다 낮은 기온과 강수량이 나타나

며 이는 엘니뇨로 설명할 수 없다. 동시에 기온이나 강수량 

자신의 인과관계 또한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봐서 1월 중순

의 경우는 ENSO가 아닌 다른 요소가 한반도 기후 변동성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와 관련해서 동아

시아 겨울철 기후변동성과 해빙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많이 

알려져 있으며 (Honda et al., 2009; Kim BM et al., 2014), 

또한 동아시아를 포함한 유라시아 대륙의 기후변동성에 대한 

성층권 돌연승온 (Sudden Stratospheric Warming; SSW)과 준

2년주기진동 (Quasi Biennial Oscillation; QBO)영향을 언급

한 연구들이 존재한다 (Thompson et al., 2002; Ineson and 

Scaife, 2009; Calvo et al., 2009; Butler et al., 2014; Richter 

et al., 2015). 이들 연구에 의하면 유라시아 대륙의 지표 반응

에 관여하는 SSW의 영향이 늦은 겨울철 지표 기압을 상대적

으로 상승시키고, 상대적으로 차가운 북극 쪽의 공기가 낮은 

위도대로 남하하는 것을 야기한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늦

은 겨울철인 1월과 2월에 ENSO와의 연결이 보다 약하게 되

는 것일 수도 있다. 

Fig. 3에서 살펴본 바로 ENSO가 한반도 기후 변동성을 설

명할 수 있는 정도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지만 그 차이는 미

미하다. 기온과 강수량 모두에서 1월 중순에 지역적으로 나

타난 음의 선형회귀계수는 자신들의 메모리나 ENSO가 아닌 

본 연구에서 고려되지 않은 다른 기후 강제력 또는 변동성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4. 결론 및 토의

본 연구에서는 ENSO와 겨울철 한반도 기후 변동성에 대

한 인과관계를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을 통해 정량적으로 확

인했다. ENSO는 수 주 정도의 시간간격 (본 연구에서는 21

일 시간지연 된 자료를 이용)을 가지고 초겨울 한반도 기후 

변동성에 인과관계를 보였다. 

한반도 겨울철 기온의 경우, 초겨울 평년보다 높은 (낮은) 

기온은 엘니뇨 (라니냐)에 의해 일부 초래되는 것으로 파악되

었다. 그러나 늦겨울 기온은 엘니뇨/라니냐의 영향을 크게 받

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정량적으로 ENSO는 초겨울 한반도 

기온의 변동성을 설명하는 데에 있어 최대 9.25%의 추가적인 

분산 비율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반도 강수량은 기온보다도 더 밀접하게 엘니뇨/라니냐

의 영향을 받는다. 특히 1월 중순을 제외한 겨울철 대부분의 

기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인과관계가 나타났다. 엘니뇨 

해에 한반도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은데, 엘니뇨는 한반도 겨

울철 강수량의 변동성을 이해하는데 있어 최대 22.18%의 분

산 비율을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인과관계는 지역적 편차가 미미했다. 이는 국지적인 강수량

이 아니라 한반도 전반의 겨울철 강수량의 경년변동성이 

95%의 통계적 신뢰수준에서 ENSO의 변동성과 관련이 있음

을 의미한다. 

엘니뇨/라니냐는 한반도 겨울철 기온 및 강수량에 무시하

지 못할 영향을 끼치지만 1월 중순은 예외이다. 즉 12월과 2

월 한반도 기후 변동성은 엘니뇨/라니냐의 영향을 받지만 1

월 중순 기후 변동성은 엘니뇨/라니냐가 아닌 다른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 겨

울철 기후 변동성에 영향을 끼치는 다른 인자들은 고려하지 

않았다. 향후 선행연구들에서 알려져 있는 북극 해빙 및 성층

권 변동성 등을 고려한 복합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된다. 이는 1월 한반도 기후변동성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과정이 될 것이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ENSO와 한반도 기후변동성 

관계의 장기 변동에 대한 고려도 필요해 보인다. 이를 위해 

분석 기간을 앞 30년 (1958년부터 1987년까지)와 뒤 30년 

(1987년부터 2016년까지)으로 나눠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을 

했을 때, 앞 기간 동안은 ENSO가 한반도 강수량에 미치는 

영향이 주로 12월 동안에 강하게 나타나는 반면, 1990년대 

후반을 포함한 뒷 기간 동안은 보다 이른 겨울철과 2월 중

순에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 (Son et al., 2014)와 유사

한 결과로써, 이러한 차이를 만들어 내는 기후학적 요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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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은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방법 중 하나이므로, 이 결과가 실제 인과관계를 직

접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후변동성 자신의 

메모리를 제거하더라도 ENSO가 줄 수 있는 추가적인 정보

를 정량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메모리를 고려하지 않은 기존 

분석 방법의 제한점을 보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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