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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기후는� 기본적으로� 약� 0.5� μm의� 파장에서� 가장� 강한�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표면� 온도� 약� 6000� K의� 태양이� 지구에� 보내주는� 복사� 에너지와,� 약� 10� μm의� 파장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가� 방출되는� 표면� 온도� 300� K의� 지구� 복사� 에너지가� 서로� 평형을�

이루면서� 결정된다.� 이렇게� 지구� 전체적으로는� 열평형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각각의�

위도별로� 보면� 열평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위도� 30-40도� 이하의� 저위도� 지역은�

에너지의� 과잉이,� 이보다� 고위도� 지역은� 에너지의� 부족이� 나타난다.� 따라서� 지구에서는�

이런� 에너지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대규모의� 운동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

가운데�하나가�대기의�대순환이다.

저위도� 지역에서� 상승하여� 고위도로� 이동하기� 시작한� 공기가� 지구� 자전의� 영향을�

받으며� 북위� 30도� 부근에� 이르면� 지상으로� 하강하여� 지상에� 아열대� 고기압의� 건조대를�

형성한다.� 지상으로� 하강한� 공기는� 극� 쪽으로� 편서풍을� 불게� 하며,� 적도� 쪽으로는�

무역풍을� 불게� 한다.� 이런� 과정으로� 저위도� 부근에서� 수렴한� 공기는� 다시� 상승하면서� 하나의�

거대한� 대류� 세포가� 만들어지는데� 이를� 해들리� 순환이라� 부른다.� 이와� 같이� 위도를�

가로지르는�대기의�운동을�통하여�에너지의�재분배가�일어나게�된다.

여기에� 더하여� 지구가� 위도� 사이의�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지구가� 물의� 행성이기� 때문이다.� 바닷물은� 바다� 내에서� 대규모의� 운동을� 한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람이� 만들어내는� 표층수의� 흐름이다.� 해수의� 표층� 순환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북반구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그리고� 남반구에서는� 이것과� 반대의� 방향으로�

흐르는� 아열대� 순환계를� 들� 수� 있다.� 그런데�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평균� 약� 3800� m�

깊이의� 해수� 전체가� 섞이는� 심층� 순환도� 기후�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있다.

2013학년도�대학�신입학생�수시모집�일반전형�

지구과학 2012년� 11월� 23일(금)� 총� 4쪽

※�시험�전� 반드시�쪽� 번호를�확인하시기�바랍니다.

[문제� 1]� 바닷물의�끊임없는�운동

다음은�대기와�해수에�의해�지구의�에너지�불균형이�해소되는�과정에�대한�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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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해수의� 심층� 순환은� 표층수가� 가라앉아� 형성된� 심층수가� 심층� 해류를� 이루면서�

일어난다.� 오늘날에는� 태평양과� 대서양� 중� 대서양에서만� 표층수가� 가라앉을� 수�

있다.� 그� 이유를� 설명하고� 연습지의� 지도에� 해수의� 심층� 순환을� 표시하시오.�

(주의:� 문제지에는�아무�것도�표시하지�마시오.)

1-2. a) 해수의� 심층� 순환은� 속도가� 매우� 느리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전통적으로� 간접�

관측을� 통해� 심층� 순환을� 이해하였다.� 염분은� 이러한� 심층� 순환의� 간접�

관측에� 이용되는� 대표적인� 자료이다.� 대서양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단면에서의�염분�분포를�이용하여�심층�순환을�이해할�수� 있음을�설명하시오.

� � � � � b)� 오늘날에는� 직접적으로� 심층� 순환을� 관측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어�

응용되고�있다.� 이� 방법을�설명하시오.

1-3.� 해수의� 심층� 순환은� 기후뿐� 아니라� 해양� 생태계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심층�

순환이�해양�생태계에�어떠한�역할을�하는지�산소를�예로�들어�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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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 여러� 대기�현상

아래� 그림은� 여러� 대기� 현상이� 다양한� 수평� 규모와� 시간� 규모를� 가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기� 현상이� 갖는� 시간� 규모가� 커질수록� 수평� 규모도�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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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태풍과� 토네이도(tornado)는� 둘� 다� 강한� 바람을� 동반한� 악기상� 현상이다.�

북반구에서� 태풍의� 하층� 바람은� 항상� 반시계� 방향으로� 분다.� 그러나� 토네이도의�

경우,�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부는� 토네이도뿐� 아니라� 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부는�

토네이도도� 있다.� 토네이도의� 바람이� 반시계� 방향과� 시계� 방향� 둘� 다� 가능한�

이유를� 바람에� 작용하는� 힘(기압� 경도력� 등)의� 관점에서� 설명하시오.� 토네이도의�

중심�기압은�주변�기압보다�낮고,� 지표� 마찰의�영향은�무시한다.

2-2.� 여름철�오후�대기가�불안정할�때� 국지적으로�뇌우가�발생할�수�있다.� 지표�근처의� 온도가�

35℃,� 이슬점� 온도가� 25℃일� 때� 발생한� 뇌우의� 운저(구름� 밑면)� 고도()는� 지표�

근처의� 온도가� 30℃,� 이슬점� 온도가� 22℃일� 때� 발생한� 뇌우의� 운저� 고도()의�

몇� 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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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해륙풍은� 1일의� 시간� 규모와� 수십에서� 100� km� 정도의� 수평� 규모를� 갖는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바다로� 배출된� 온수� 때문에� 해풍의� 강도에� 영향을� 줄� 만큼�

충분히� 넓은� 지역에서� 해수면� 온도가� 2℃� 상승하였다고� 가정하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해풍은� 강해질� 가능성이� 높은가� 아니면� 약해질� 가능성이� 높은가?�

타당한�근거를�들어�설명하시오.

2-4.� 도시� 열섬은� 도시� 지역의� 지표� 근처� 기온이� 주변� 지역보다� 높은� 현상이다.� 도시�

열섬�때문에�어떠한�구조를�갖는�열적�순환이�일어나는지�설명하시오.

※본�저작물은�상업적�목적으로�사용하는�것을�금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