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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We investigated the impacts of the diabatic heating location, vertical profile and basic

state on the Rossby wave propagation. To examine the dynamical process of individual

responses on the regional heat source, a dry version of the linear baroclinic model was used with

climatological summertime (JJA) mean basic state and vertical structure of the diabatic heating

for 1979-2008. Two sets of diabatic heating were constructed of those positioned in the mid-

latitudes (Tibetan Plateau, eastern Mediterranean Sea, and the west-central Asia) and the tropics

(the southern India, Bay of Bengal, and western Pacific). It was found that using the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atmospheric response to diabatic heating reaches to the steady state in 19th

days in time. The prescribed mid-latitude forcing forms equivalent barotropic Rossby wave

propagation along the westerly Asia jets, whereas the tropical forcing generates the Rossby wave

train extending from the tropics to mid-latitudes. In relation to the maximum vertical profile, the

mid-level forcing reveals a stronger response than the lower-level forcing, which may be caused

by more effective Rossby wave response by the upper-level divergent flow. Under the different

sub-seasonal mean state, both of the tropical and mid-latitude forcing induce the different sub-

seasonal response intensity, due to the different basic-state w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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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아시아 제트를 웨이브 가이드로 하는 로스비 파동

에 의한 순환 아노말리 형성은 동아시아 여름철 몬순

순환의 경년변동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Enomoto

et al., 2003). 또한 전지구적인 파동 열과 인도 여름

몬순 열원 사이의 상호작용은 동아시아, 인도, 그리고

북아메리카 지역 등에 강수와 지표 온도의 변동을

동반하는 지구를 도는 원격 상관 (Circumglobal

Teleconnection, CGT) 패턴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중요

한 수단이다 (Ding and Wang, 2005). 선형 경압 모형

을 이용하여 Wang et al. (2008)은 티벳 고원의 가열

이 상층 제트류를 따르는 로스비 파동과 하층 제트류

를 따르는 로스비 파동을 유발하여 동아시아 순환 변

화를 가져옴으로써 동아시아 강수 변화에 영향을 준

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한반도 8월 강수 변화가 1960

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

는 동아시아 제트를 따르는 유라시아 파동 패턴에 영

향을 받은 것이라고 제시되었다 (Ha et al., 2009). 그

러므로 날씨 및 기후 변화의 역학적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로스비 파동의 전파에 대한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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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받침 되어야한다. 

Sardeshmukh and Hoskins (1988)는 열대 지역의 대

기 가열과 연관된 대류권 상층의 발산류가 열대 지역

으로부터 중위도 지역으로 전파되는 로스비 파동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보였다. Rodwell and Hoskins

(1996)는 아열대 지역의 열원과 중위도 순환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그들은 아시아 몬순

지역에서의 비단열 가열이 서쪽으로 전파되는 로스비

파동을 발생시키고, 이러한 로스비 파동이 사하라/지

중해 동쪽 지역과 아랄해 지역의 건조한 여름 기후와

관련되었다는 몬순-사막 (monsoon-desert) 메커니즘을

제시하였다. 또한 Joseph and Srinivasan (1999)은 벵

갈만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의 강한 대류 열원에 의해

형성된 대류권 상층의 발산류가 로스비 파동의 근원

임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대기의 열원에 의해 로

스비 파동이 발생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선

행 연구들은 적도 지역 및 아열대 지역 열원에 의한

로스비 파동의 발생 및 전파에 대해서는 보였으나, 적

도 지역 열원과는 지리적 위치 뿐만 아니라 다른 연

직 구조를 가지는 중위도 열원에 대한 로스비 파동의

발생과 전파에 대해서는 보이지 않았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여름철 (JJA) 주요 중위도 열원과 열대 지

역 열원에 의한 대기의 반응에 대해 비교 분석해 보았다.

선행 연구들은 로스비 파동 전파에 있어서 동서방

향 바람의 공간적 분포가 중요하게 작용하며, 특히 제

트류가 웨이브 가이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혔다
(Hoskins and Ambrizzi, 1993; Ambrizzi et al., 1995;

Ambrizzi and Hoskins, 1997). Lin and Lu (2005)는 계

절에 따른 동아시아 대류권 상층 제트 코어의 남북방

향 위치가 1월부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북쪽으

로 이동하여 8월에 약 45°N에 위치하였다가 8월 이

후에는 다시 적도 지역으로 이동하는데, 특히 여름철

에 급격한 위치 변화가 있음을 보였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여름철 및 여름철 계절 내 기본장 변동에 따

른 로스비 파동 전파 변화에 대해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열원의 위치, 연직 구조 및 기본

장의 변화에 반응하는 대기 파동 형태를 조사하는 것

이고, 선형화된 대기 모형은 열원에 대한 대기의 복

잡한 비선형 피드백 현상을 제거하여 대기의 역학적

진행 과정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e.g., Hoskins

and Karoly, 1981).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형 모형을

이용하여 여름철 열원에 반응하는 대기 로스비 파동

의 정상상태 및 그 파동의 전파를 조사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모형실험 방법 및 사용된 모형에 대해 기

술하였고, 3장에서는 비단열 가열의 분포 및 연직 구

조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4장에서 모형실험 결과를 나

타내었다. 그리고 마지막 5장에서 요약 및 토의를 기

술하였다.

2. 모형 및 실험설계

2.1. 강제력

열원의 위치 및 연직 구조가 로스비 파동 전파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하여 모형실험에서는 비단열

가열이 강제력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로스비 파동 전

파에 미치는 기본장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1979

년부터 2008년까지 30년 동안의 자료가 모형실험의

기본장으로 사용되었다. 

비단열 가열의 위치에 따른 로스비 파동의 전파 과

정을 알아보기 위하여 강제력은 식 (1)과 같이 구성

되었으며, 중심 위치는 연직 평균된 비단열 가열이 최

대를 이루는 지점으로 설정되었다. 이 때 α(t) 는 시

간에 따른 강제력의 크기를 나타내고 λ, φ, σ는 각각

위도, 경도, 위도, 그리고 연직 시그마 층을 나타낸다.

또한 강제력의 수평 분포는 식 (2)와 같이 타원형으

로 두었다. 강제력의 연직 분포는 식 (3)과 같이 관측

된 비단열 가열이 최대를 이루는 층을 중심으로 감마

곡선을 나타나게 두었다.

(1)

 그리고 는 각각 강제력의 수평, 연

직 분포를 나타내며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2)

(3)

이 때 λ0, φ 0는 중심 경도, 위도를 나타내며 δ λ, δ φ는

중심 경도, 위도로부터의 반경을 나타낸다. 그리고 σ0

는 중심 연직 층을 나타내며, δ0는 팽창 계수를 나타낸다.

2.2. 모형설명

본 연구에서는 동경대학의 (구)기후시스템연구센터

(Center for Climate System Research)에서 개발된 드

라이 버전 (dry version)의 선형 경압 모형 (Watanabe

and Kimoto, 2000, 2001)이 사용되었다. 선형 경압 모

형은 T42의 수평해상도와 20개의 연직 시그마 층으

로 구성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형은 수평과

F λ φ σ, ,( ) α t( )Fλ φ, λ φ,( )Fσ σ( )=

Fλ φ, λ φ,( ) Fσ 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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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 확산, 레일리 마찰, 그리고 뉴토니안 댐핑을 포

함하고 있다. 댐핑계수 선정을 위하여, 대기 중층

(0.03 < σ < 0.90)에 10 day-1, 15 day-1, 20 day-1 그리고

30 day-1으로 두고 실험한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댐핑계수의 크기에 따라 대기 반응의 크기에는

차이를 보이지만, 대기의 반응 패턴에는 중요한 영향

을 미치지 않았다 (그림으로 보이지 않음). 본 연구에

서 사용된 댐핑계수는 하층 (σ ≥ 0.90)에서 0.5 day-1,

상층 (σ≤ 0.03)에서 1 day-1, 그리고 중층에서는 10 day-1

를 갖는다. 그리고 가장 큰 파수에 대한 수평 확산은

반나절의 e-배 감쇠시간을 갖는다. 모형에 사용된 상

세한 식은 Watanabe and Kimoto (2000, 2001)에 나타

나있다.

2.3. 정상상태

Lu and Lin (2009)은 선형 경압 모형을 이용하여 여

름철 아열대 지역의 강수 아노말리가 북서태평양과

동아시아 사이의 남북방향 원격상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 때 주어진 강제력에 대한 정상

상태의 대기 반응을 보기 위하여 모형에서는 시간적

분 방법이 사용되었고, 약 15일 뒤에 대기의 반응이

정상상태에 도달한다고 보았다. 본 모형실험에서도 시

간적분이 사용되었으며, 시간적분은 50일까지 수행되

었다. 주어진 강제력에 대한 대기의 반응이 언제 정

상상태에 도달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모형실험 결

과를 이용하여 경험적 직교 함수 (Empirical Orthogonal

Function, EOF) 분석을 하였다. 주성분의 시계열 변화

율을 식 (4)와 같이 정의하고,

(4)

시계열 변화율 H(t)가 1/100 보다 작아지는 경우에 정

상상태에 도달하였다고 정의하였다. 이 때 X(t)는 주

성분의 시계열을 나타낸다.

3. 비단열 가열 분석

여름철 주요 비단열 가열의 분포를 보기 위하여
NCEP/DOE (National Center for Environmental Prediction/

Department of Energy) 재분석자료를 이용하였다. 1979

년부터 2008년까지 여름철 (JJA) 동안 대류권 하층

(0.995σ )부터 상층 (0.00250σ )까지 연직 평균된 비단

열 가열 (깊은 대류열+대규모 응결열+장파 복사열 +

얕은 대류열+태양 복사열+연직 확산열)의 분포를 살

펴보았다 (Fig. 1a). 연직 평균된 비단열 가열의 분포

H t( ) log
10

X t 1+( )
X t( )

-----------------=

Fig. 1. The distribution of climatological (1979-2008) mean (a) vertically averaged diabatic heating (K day
-1

), and (b) rate of

surface precipitation (mm day
-1

) during the JJA. The Tibetan Plateau is outlined by the 3000-m cont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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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살펴보면, 티벳 고원 (TP), 인도 남부 (INDIA), 벵

갈만 (BOB), 그리고 서태평양 (WP) 지역에서 강한

양의 비단열 가열이 나타나고 있다. 선행 연구들은 이

들 열대 지역의 열원이 원격상관을 통해 동아시아 여

름 몬순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e.g., Huang and

Sun, 1992; Wang et al., 2001). 여름철 기간 동안 지

표 강수율 (mm day-1)을 살펴보면 인도, 벵갈만, 그리

고 서태평양 지역에서 강한 강수가 존재함을 볼 수

있다. (Fig. 1b). 

중위도 지역 열원과 열대 지역 열원의 연직 구조를

살펴보기 위하여, 각 위도간 (30°N-35°N, 5°N-15°N,

10°N-20°N, 그리고 8°N-12°N) 평균된 비단열 가열의

고도-경도 단면도를 나타내었다 (Fig. 2a-d). 티벳 고원

지역에서는 대류권 하층에서 비단열 가열이 8 K day-1

이상으로 최대를 이루고 있다. 또한 연직 평균된 비

단열 가열의 분포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지중해 동

쪽 지역 (EMS, 38°E)과 중앙아시아 서쪽 지역 (WCA,

60°E)의 대류권 하층에서도 강한 비단열 가열이 존재

함을 볼 수 있다 (Fig. 2a). 그러나 인도 남부 (Fig. 2b)

지역에서는 대류권 중층 (500 hPa ~ 600 hPa)에서 비단

열 가열이 8 K day-1이상으로 최대를 이루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 또한 인도 지역과 마찬 가지로 벵갈만 (Fig.

2c) 지역과 서태평양 (Fig. 2d) 지역에서도 대류권 중

층에서 비단열 가열이 최대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비

Fig. 2. The vertical structure in the climatological (1979-2008) diabatic heating (K day
-1
) during the JJA averaged over the latitude

(a) 30°-35°N, (b) 5°-15°N, (c) 10°-20°N, and (d) 8°-12°N. The contour interval is 2 K day-1 and dark shading shows or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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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 가열의 연직 분포를 각 항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인도 지역과 벵갈만 지역에서는 대류권 중층에서 대

규모 응결열이 최대를 이루고 있고 서태평양 지역에

서는 대류권 중층에서 깊은 대류열이 최대를 이루고

있다. 인도 남부, 벵갈만, 그리고 서태평양 지역은 여

름철에 강수가 강하게 나타나는 지역으로 (Fig. 1b),

이들 지역의 대류권 중층에서 발생하는 강한 비단열

가열은 강수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Lin, 2009).

티벳 지역에서는 대류권 하층에서 강한 연직 확산열

이 존재하며, 중층에는 강한 양의 깊은 대류열과 음

의 장파 복사열이 존재한다. 지중해 동쪽 연안과 중

앙아시아 서쪽 지역에서는 대류권 하층에서 강한 연

직 확산열이 존재한다. 

본 모형실험에서는 비단열 가열이 강하게 나타나는

3개의 중위도 지역과 3개의 열대 지역을 이용하여, 비

단열 가열의 위치와 연직 구조에 따른 대기의 반응에

대해 연구하였다. Fig. 3은 모형실험에서 사용된 강제

력의 연직 구조로 중위도 지역에서는 대류권 하층

(σ = 0.995)에서 약 8 K day-1을 갖는 감마 함수 구조

를 갖고 있으며 (Fig. 3a), 열대 지역에서는 대류권 중

층 (σ = 0.55)에서 약 8 K day-1을 갖는 감마 함수 구

조를 갖고 있다 (Fig. 3b). 본 연구에서는 대류권 중

층에서 비단열 가열이 최고를 이룰 경우 깊은 강제력,

대류권 하층에서 비단열 가열이 최고를 이룰 경우 얕

은 강제력이라 정의하였다 (Ting and Sardeshmukh,

1993). 강제력의 수평 크기는 위, 경도 10°dml의 반경

을 갖는 타원형으로, 열원의 위치에 따른 대기의 반

응을 비교해 보기 위하여 동일한 크기로 주었다. 강

제력의 수평 분포는 강제력의 크기가 2 K day-1보다 큰

지역에 한하여 모형결과와 함께 나타내었다. 강제력

의 중심 위치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

4. 모형결과

50일까지 시간적분된 모형실험의 결과값 중에서

200 hPa의 유선함수를 이용하여 EOF 분석을 하였을

경우, 공간장의 첫 번째 모드가 90% 이상으로 나타

났다. 첫 번째 모드의 시계열 변화율을 살펴보면 강

제력의 위치와 기본장에 따라 정상상태에 도달하는

시간이 서로 달랐으나 (Fig. 4), 약 19일 이후에는 모

두 정상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정상상태에

도달 한 뒤 모형의 결과값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

간 분포와 크기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으므

로, 본 연구에서는 강제력의 위치에 상관없이 19일 뒤

에 모두 정상상태에 도달하였다고 보았다. 이에 선형

실험 결과는 19~38일 사이의 평균된 결과를 사용하였다.

Fig. 3. The vertical profile of the diabatic heating at the center of (a) mid-latitude (TP, EMS, and WCA), and (b) tropical

(INDIA, BOB, and WP) region. The circles indicate the vertical levels at the model.

Table 1. Distributions of different heat source. The sources are denoted by the latitude and longitude of their maxima.

Mid-latitude Tropics 

TP EMS WCA INDIA BOB WP

Center position 90°E, 33°N 38°E, 34°N 60°E, 35°N 78°E, 10°N 98°E, 15°N 137°E, 10°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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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열원의 위치와 기본장에 대한 실험

Qin and Robinson (1993)은 로스비 파동의 발생에

있어서 열대 지역에서는 비회전 성분에 의한 절대와

도의 이류가 중요한 반면에 중위도 지역에서는 에디

에 의한 절대 와도의 신장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

는 강제력의 위도적 차이에 의해 대기의 반응이 다르

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열원의 위도별 위치

차이에 의한 대기의 반응 차이를 보기 위하여, 여름

철 주요 열원을 중위도 지역 열원 (TP, EMS, 그리고

WCA)과 열대 지역 열원 (INDIA, BOB, 그리고 WP)

으로 나누어 실험하였다. 모형실험에서 기본장으로 여

름철 기후장이 사용되었으며, 겨울철 기후장이 사용

된 결과와 비교되었다 (EXP_1). 

여름철 기후장을 기본장으로 이용하고 중위도 지역

에 강제력을 주었을 때 대기의 반응을 살펴보면, 여

름철 북반구 아시아 제트를 따라 로스비 파동이 동쪽

으로 전파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때 파동 열의

동서방향 파장은 약 55°~ 65°로 6~7의 파수를 갖는다.

아시아 제트를 따라 동쪽으로 전파되던 파동 열은

130°E, 38°N 지역부터 북태평양 제트를 따라 호를 이

루며 북아메리카 지역으로 전파된다 (Fig. 5a). 여름철

기간에 동서방향 바람의 분포를 살펴보면 (그림으로

보이지는 않음), 북태평양 제트가 아시아 제트에 비해

높은 위도에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로스비

파동 전파 과정에 있어서 제트류가 웨이브 가이드 역

할을 한다는 선행 연구와 일치한다 (Hoskins and

Ambrizzi, 1993; Ambrizzi et al., 1995; Ambrizzi and

Hoskins, 1997).

열대 지역에 강제력을 주었을 경우에 대기의 반응

을 살펴보면, 일본 동쪽 지역 (150°E, 40°N)부터 북태

평양 제트를 따라 전파하는 파동을 볼 수 있다 (Fig.

5b). 선행 연구들은 열대 지역에 강제력을 주었을 경

우 강제력의 북서쪽 대류권 상층에 고기압성 흐름의

“Gill-type” 반응 (Gill, 1980)과, 이러한 고기압성 흐름

으로부터 중위도로 전파하는 로스비 파동이 발생함을

보였다 (e.g., Qin and Robison, 1993; Jin and Hoskins,

1995). 그러나 이러한 반응은 여러 지역 강제력을 동

시에 이용한 본 실험에서는 뚜렷이 나타나지 않았다.

겨울철 기본장을 이용하여 중위도 지역에 강제력을

주었을 경우, 중앙아시아 서쪽 지역과 한반도 서쪽 대

Fig. 4. The leading PC (Principal Component) time series obtained from the EOF analysis of stream function at 200 hPa for (a)

JJA and (c) DJF. (b),(d) Step response of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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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권 상층에서 고기압성 흐름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중앙태평양 (180°E, 30°N) 지역에서 저기

압성 흐름이 발생하고, 북동태평양 (150°W, 40°N) 지

역에서는 고기압성 흐름이 발생한다 (Fig. 5c). 시간

전개에 따른 모형결과 (그림으로 보이지는 않음)를 살

펴보면, 겨울철 기본장을 이용하고 중위도 지역에 강

제력을 주었을 경우에 여름철 기본장을 이용하였을

경우보다 북반구 제트를 따라 로스비 파동 전파가 빠

르게 일어난다. 또한 태평양 지역에서는 여름철 기후

장을 기본장으로 이용하였을 경우보다 낮은 위도에서

로스비 파동이 전파한다. 이는 겨울철 북반구 제트가

여름철 제트보다 강하며, 태평양 지역에서는 제트류

가 여름철보다 겨울철에 낮은 위도에 존재하는 것과

부합된다. 그러나 겨울철 기본장을 이용하였을 경우

태평양 지역으로 전파된 로스비 파동이 빠르게 소멸

된다. 이러한 소멸의 원인으로 제트류의 위치와 제트

류의 강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 때 대기의 반응

을 살펴보면 제트류의 위치가 전파된 로스비 파동의

소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림으

로 보이지는 않음). 그러나 제트류를 따라 전파된 로

스비 파동이 어떠한 메카니즘에 의해 소멸 되었는지

는 좀 더 연구해 보아야 할 것이다. 

겨울철 기본장을 이용하고 열대 지역에 강제력을

주었을 경우, 중앙태평양 (170°W, 30°N) 지역에 저기

압성 흐름이 발생하고 남아시아 지역과 북동태평양

(140°W, 45°N) 지역에 고기압성 흐름이 발생한다 (Fig. 5d).

Fig. 5. The response of the 200 hPa circulation anomaly to the initial forcing of the warming over : (a),(c) mid-latitude and

(b),(d) tropics, averaged for 20 days from 19 to 38 day. (a),(b) JJA, (c),(d) DJF mean state was used as a basic state. The

shading indicates forcing region ( ≥ 2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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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전개에 따른 대기의 반응을 보면, 남아시아 지

역에 고기압성 흐름이 발생하고 이러한 흐름으로부터

제트류를 따라 로스비 파동이 전파되고 소멸된다 (그

림으로 보이지는 않음). 이러한 결과들은 열원의 위도

적 위치와 기본장이 로스비 파동의 전파와 소멸에 있

어서 중요한 역할을 함을 보여준다.

4.2. 강제력의 연직 구조에 대한 실험

선행 연구는 경압 모형을 이용하여 적도 지역 비단

열 가열에 대한 대기의 반응이 비단열 가열의 연직

Fig. 6. The response of the 200 hPa stream function (m2 s-1) anomaly to the initial forcing of the warming over WCA

averaged for 20 days from 19 to 38 day. The level of maximum forcing is (a) 0.55 s and (b) 0.995 s. The shading indicates

forcing region (≥ 2 K).

Table 2. Model experimental design. In the vertical profile, the shallow and deep indicate the maximum at the 0.995 sigma and

0.55 sigma level, respectively.

Experiments Center position Vertical profile
Basic state

u, v T, p, q

EXP_1

Sensitivity to basic 

state and heating 

position

Mid-latitude Shallow
JJA

DJF

Tropics Deep
JJA

DJF

EXP_2

Sensitivity to 

vertical profile of 

heating

WCA
Shallow

JJA
Deep

WP
Shallow

JJA
Deep

EXP_3
Sensitivity to sub-

seasonal basic state

Mid-latitude Shallow
July

August

Tropics Deep
July

August

EXP_4
Sensitivity to sub-

seasonal wind state

Mid-latitude Shallow
July

JJA
August

Tropics Deep
July

JJA
Aug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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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에 민감하게 반응함을 보였다. 또한 적도 지역 비

단열 가열의 연직 구조에 대한 대기의 반응은 기본장

의 연직 구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Ting and

Sardeshmukh, 1993). 이는 비단열 가열의 연직 구조

뿐만 아니라 기본장의 연직 구조에 의해서도 대기의

반응이 다르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열대 지역과 중위

도 지역에서 기본장의 연직 구조는 서로 다르기 때문

에, 본 연구에서는 비단열 가열의 연직 구조에 따른

대기 반응이 열대 지역과 중위도 지역에서 어떤 차이

가 있는지 조사하였다. 이 때 열원의 연직 구조에 대

한 차이를 좀 더 뚜렷하게 보기 위하여 이전 실험과

는 달리 중위도 지역과 열대 지역의 열원들 중에서

각각 한 지점의 열원 (중위도 : WCA, 열대 : WP)을

이용하여 실험하였다 (EXP_2). 

중앙아시아 서쪽 지역에 강제력을 주었을 경우, 비

단열 가열의 연직 구조에 상관없이 아시아 제트를 따

라 동쪽으로 전파되는 로스비 파동이 발생한다. 파동

의 중심위치를 살펴보면, 중위도 지역 (TP, EMS, 그

리고 WCA)에 강제력을 주었을 때와 일치한다 (Fig.

6). 이는 중위도 지역의 경우 로스비 파동의 전파에

있어서 제트류가 중요하게 작용함을 의미한다. 비단

열 가열의 연직 구조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깊은

강제력에 대한 대기의 반응 (Fig. 6a)이 얕은 강제력

에 대한 대기의 반응 (Fig. 6b)보다 강하게 나타난다.

서로 다른 연직 구조를 가지는 강제력에 대한 대기

반응의 연직 구조를 살펴보았다. 얕은 강제력에 대한

Fig. 7. Longitude-height section of the stream function (m
2
 s

-1
) anomaly on 35°N at (a), (b) day 1 for the WCA heating at

0.995 sigma level and (c), (d) day 19 at 0.55 sigma level. Figs. 7e-h are same as (a-d) but for velocity potential (m2 s-1). The

dark shading shows or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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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의 초기 반응 (day 1)을 살펴보면 대류권 중층

(400 hPa~600 hPa)에서 대기의 반응이 강하게 일어난

다 (Fig. 7a, e). 이에 반해 깊은 강제력을 주었을 경

우에는 대류권 상층 (100 hPa~300 hPa)에서 대기의 반

응이 강하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7b, f).

대류권 상층의 발산 성분은 정상상태에 도달한 대기

반응의 차이를 유발하는데 (Ting and Sardeshmukh,

1993), 깊은 강제력을 주었을 경우 (Fig. 7d, h)에 얕

은 강제력을 주었을 때 (Fig. 7c, g) 보다 정상상태

(day 19)의 로스비 파동이 강하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서태평양 지역에 강제력을 주었을 경우, 강제력의

서쪽지역으로 남반구와 북반구에 한 쌍의 고기압성

흐름이 발생하며 이러한 고기압성 흐름으로부터 중위

도 지역으로 전파되는 로스비 파동이 발생함을 볼 수

있다 (Fig. 8). 또한 중앙아시아 서쪽 지역에 강제력을

준 실험결과와 마찬가지로 깊은 강제력을 주었을 경

우 (Fig. 8a)에 얕은 강제력을 주었을 경우 (Fig. 8b)

보다 대기의 반응이 강하게 나타났다. 비단열 가열에

대한 대기의 연직 구조를 살펴보면, 깊은 강제력을 주

었을 경우에 (Fig. 9b, f)에 얕은 강제력을 주었을 경

우 (Fig. 9a, e)보다 대류권 상층에서 대기의 반응이

강하게 나타났다. 강제력에 대한 대류권 상층 대기의

반응 차이에 의해 정상상태에 도달한 대기의 반응은

깊은 강제력을 주었을 경우에 (Fig. 9d, h), 얕은 강제

력을 주었을 경우 (Fig. 9c, g)보다 강하게 나타났다.

4.3. 여름철 계절 내 변동에 대한 실험

여름철 계절 내 변동에 따른 대기 반응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EXP_3). 8월달 기후장을 기본장으로 이

용하고 중위도 지역에 강제력을 주었을 경우 대기의

반응을 살펴보면, 여름철 기후장을 기본장으로 이용

하였을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시아 제트를 따라 동쪽

으로 전파되는 파동이 발생한다. 아시아 제트를 따라

동쪽으로 전파되던 파동은 130°E, 38°N 지역부터 북

태평양 제트를 따라 호를 이르며 북태평양을 가로 지

른다 (Fig. 10a). 7월과 8월달 기본장의 변화에 따른

대기의 반응 차이를 살펴보면, 아시아 제트와 북태평

양 제트를 따라 로스비 파동의 전파가 8월달 기본장

을 이용하였을 경우에 더 강하게 나타난다 (Fig. 10b).

열대 지역 열원에 대한 7월과 8월달 기본장 차이에

의한 대기 반응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8월달 기후장

을 기본장으로 이용하고 열대 지역에 강제력을 주었

을 경우에 유선 함수의 패턴은 여름철 기후장을 기본

장으로 이용하였을 경우와 비슷하게 나타난다 (Fig.

10c). 그러나 7월과 8월달 기본장의 변화에 따라 서태

평양부터 일본까지 남북패턴으로 대기 반응의 크기

Fig. 8. The response of the 200 hPa stream function (m2 s-1) anomaly to the initial forcing of the warming WP averaged for 20

days from 19 to 38 day. The level of maximum forcing is (a) 0.55 s and (b) 0.995 s. The shading indicates forcing region (≥ 2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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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10d). 

선행 연구들은 동서방향 바람의 공간적 분포가 로

스비 파동 전파에 중요하게 작용함을 보였다. 그러나

7월과 8월 동서방향 바람의 변화를 살펴보면 (그림으

로 보이지는 않음), 북유라시아 지역과 북태평양 지역

에서는 8월 달에 서풍 바람이 강화 된 것을 볼 수 있

다. 그러나 7월과 8월 기본장의 변화에 따라 로스비

파동 패턴의 변화가 나타난 제트류 지역에서는 뚜렷

한 동서방향 바람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에

동서방향 바람장 뿐만 아니라 남북방향 바람장의 영

향을 같이 살펴보았다. 바람장의 영향을 보기 위하여

동서방향 바람장과 남북방향 바람장은 7월과 8월달

기후장을 이용하고 다른 변수에 대해서는 여름철 기

후장을 기본장으로 이용하여 실험해보았다 (EXP_4).

중위도 지역 열원 (Fig. 11a)과 열대 지역 열원 (Fig.

11c)에 대한 대기의 반응을 살펴보면, 대기 반응의 크

기에서는 차이를 보이지만 대기 반응의 패턴은 8월달

기후장을 기본장으로 이용하였을 경우와 유사하다. 또

한 7월과 8월달 기본장의 차이에 의한 변화를 잘 나

타내고 있다 (Fig. 11b, Fig. 11d). 

5. 요약 및 토의

본 연구에서는 선형 경압 모형을 이용하여, 비단열

가열의 위치와 연직 구조, 그리고 기본장이 여름철 주

요 비단열 가열에 의해 발생하는 로스비 파동 전파에

Fig. 9. Longitude-height section of the stream function (m
2
 s

-1
) anomaly on 10°N at (a), (b) day 1 for the WP heating at 0.995

sigma level and (c), (d) day 19 at 0.55 sigma level. Figs. 9e-h are same as (a-d) but for velocity potential (m2 s-1). The dark

shading shows or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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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모형실험에서는 대

류권 중층에서 비단열 가열이 최대를 이룬 열대 지역

(인도 남부, 벵갈만, 그리고 서태평양) 열원과 대류권

하층에서 비단열 가열이 최대를 이루는 중위도 지역

(티벳, 지중해 동쪽 연안, 그리고 중앙아시아 서쪽)의

열원이 강제력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로스비 파동 전

파에 대한 기본장의 영향을 보기 위하여 1979-2008년

까지의 여름철 (JJA) 기후장이 모형의 기본장으로 이

용되었고, 겨울철 (DJF) 기후장을 이용한 모형실험 결

과와 비교 분석 되었다. 모형실험에서는 시간적분이

사용되었으며 모형결과가 언제 정상상태에 도달 하는

지를 보기 위하여 EOF 분석이 실행되었다. 강제력의

위치와 기본장에 따라 모형결과가 정상상태에 도달하

는 시간이 서로 다르지만 본 연구에서는 정상상태에

가장 늦게 도달한 경우에 맞춰 19일 째 날에 정상상

태에 도달한다고 보았다.

중위도 지역에 강제력을 주었을 경우에는 북반구

제트류를 따르는 로스비 파동이 발생하며, 열대 지역

에 강제력을 주었을 경우에는 열대 지역으로부터 중

위도 지역으로 향하는 로스비 파동이 발생한다. 여름

철과 겨울철 기본장의 차이에 의한 대기 반응의 차이

를 살펴보면, 제트류의 위치와 세기 차이에 의하여 대

Fig. 10. The response of the 200 hPa stream function anomaly (m2 s-1) to the initial forcing of the warming (a),(b) Mid-

latitudes, (c),(d) Tropics. (a),(c) August mean state was used as a basic state. The shading indicates forcing region (≥2 K).

(b),(d) The difference of stream function anomaly between August and July. The shading indicates 95% significance level.



김성열·하경자·윤경숙 517

Atmosphere, Vol. 20, No. 4. (2010)

기의 반응이 다르게 나타났다. 중위도 열원과 열대 열

원의 연직 구조에 따른 대기의 반응 차를 살펴보면

열원의 연직 구조에 따라 대기의 반응 패턴에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대류권 중층에 강제

력을 주었을 경우에 대류권 하층에 강제력을 주었을

경우 보다 로스비 파동이 빠르게 전파하며, 반응이 강

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름철 아시아 몬순 강

도를 예측하는데 있어 열원의 연직 구조가 고려되어

야 함을 말해준다. 7월과 8월달 기본장에 따른 대기

의 반응을 살펴보면, 중위도 강제력에 대해 8월달 기

본장을 사용하였을 경우에 로스비 파동은 북반구 아

시아 제트를 따라 강하게 나타났다. 열대 지역의 강

제력에 대해서는 서태평양 지역부터 일본까지 남북패

턴을 따라 7월과 8월에 대한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

다. 이러한 계절 내 차이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동

서방향 바람과 남북방향 바람만의 계절 내 변동을 모

의한 모형실험을 통하여, 동서방향 바람뿐만 아니라

남북방향 바람 역시 로스비 파동 전파에 중요하게 작

용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요인은 여름 몬순의 계

절 내 특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로스비 파동 전파의 특징 변화는 제트류의 위치 및

강도 뿐만 아니라 다른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다. 가장 대표적 요인으로 선행 연구 (Wang and Xie,

1996)는 동서방향 바람의 연직 시어가 적도 지역에서

중위도 지역으로 전파되는 로스비 파동에 있어서 경

압 불안정을 야기하여 더 효율적인 로스비 전파를 가

Fig. 11. The same as Fig. 10. except for the basic state. Mean state in JJA was used as a basic state for (a) and (c) except for

the zonal and meridional winds in (a),(c) Aug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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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게 한다고 하였다. 기본장의 변화에 따라 동서방

향 바람의 연직 시어가 변화하나, 본 연구에서는 연

직 시어가 로스비 파동의 발생과 전파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나누어 분석하지 않았다. 따

라서 로스비 파동의 발생과 전파 과정의 특징을 이해

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분석이 후속 연구에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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