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 대기의 기초



지구는 다른 행성들과 여러 모로 다르다. 가장 뚜렷한

차이는 지구가 다른 행성과는 특성이 다른 대기로 둘

러싸여 있다는 것이다. 대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구에서 생

명체가 생존 가능하다. 대기는 동물이 생존하는 데 필수적인

산소와 식물이 필요로 하는 이산화탄소를 공급한다. 대기는

또한 모든 생명체에게 필수적인 수분을 계속 공급한다. 대기

는 지표가 너무 추워지거나 더워지는 것을 방지하여, 다른

행성과 다르게 생명체가 생존 가능한 환경을 제공한다. 대기

는 대부분의 생명체에게 치명적인 태양의 자외선 복사로부

터 지구를 보호한다.

대기와 동의어로 사용되는 공기는 특정 기체가 아니고, 산

소와 질소가 중심이 되는 다양한 기체의 혼합체이다. 대부분

의 공기는 미량이지만 그 양이 계속해서 변하며, 불순물로

분류될 수 있는 고체와 액체 입자를 포함하고 있다. 부유 미

립자는 대부분 미세하기 때문에 공기 중에 부유한다. 또한

대부분의 공기는 일부 기체 불순물도 포함한다.

순수한 대기는 무취, 무미, 무색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

반면에 불순물을 포함한 기체는 보통 냄새가 나며, 미세한

고체와 액체 불순물이 햇빛을 반사하거나 산란시킬 수 있을

만큼 큰 입자로 성장하면 눈으로 볼 수 있다. 대기에서 가장

눈에 잘 띄는 구름은 응결핵으로 작용하는 미립자를 중심으

로 수적 또는 빙정이 병합하여 형성된다.

대기의규모

대기는 지구를 완전히 둘러싸고 있어서 바닥이 지구인 거대

한 공기의 바다로 생각할 수 있다(그림 3-1). 대기는 중력 때

문에 지구에 고정되며 천체 운동의 향을 받는다. 그러나

지구와 대기 간의 부착 정도가 약해서 대기는 고체의 지구가

할 수 없는 고유한 운동을 한다. 

대기는 적어도 10,000km 정도 우주로 연장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물질은 매우 낮은 고도에 집중된다. 대기를 구성하

는 물질의 50%는 북아메리카의 최고봉인 높이 6.2km인 알

래스카의 매킨리 산보다 낮은 고도에 존재하고, 약 98%는

해수면에서 고도 26km 내에 존재한다(그림 3-2). 그러므로

지구의 지름이 약 13,000km라는 점을 고려하면, 인류가 생

존하는‘공기의 바다’는 매우 협소한 역이다.

대기는 대부분 지표면 위에 존재하지만, 일부는 지표 밑으

로도 확장된다. 기체는 이동하여 빈 공간을 채우기 때문에

암석과 토양의 틈새와 동굴로 스며든다. 공기는 생명체 혈액

과 지구의 물에 용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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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촬 한 지구 대기의 상한에서 본 달

▲ 그림 3-1  합성 위성 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대기는 지구를 완전히 둘러싸고
있다. 좁은대기밖에는검은색의우주가있다.

▲ 그림 3-2  대부분의 대기를 구성하는 물질은 지표 부근에 존재한다. 물질의
50% 이상이북아메리카최고봉인매킨리산보다낮은고도에존재한다.

대기질량의
48%

대기질량의
50%

매킨리산

해수면



대기는 지구 환경의 다른 구성요소들과 상호작용하며 쾌

적한 삶의 환경을 제공한다. 사람들은 종종 인간을 지구의

생명체로 말하지만 어쩌면 우리 자신을 대기의 생명체로 여

기는 것이 더 정확하다. 해저를 기어다니는 게가 해양에 거

주하는 것처럼 공기 바다의 바닥에 사는 사람은 대기에 거주

한다고 볼 수 있다.

대기의구성

하층 대기(약 80km보다 낮은 고도)의 오염되지 않은 건조한

공기는 구성이 단순하고 일정하다. 그리하여 근본적으로 주

요 구성 성분의 농도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기 중 수분

의 양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미량 기체와 비기체 입자는 장

소와 시간에 따라 현저하게 달라진다. 

주요기체

질질소소와와 산산소소 대기 중 가장 많이 존재하는 두 기체는 질소와

산소이다(그림 3-3과 표 3-1). 질소는 전체 대기의 약 78%를,

산소는 약 21%를 구성한다. 질소는 유기물의 연소와 부식,

화산 폭발, 특정 암석의 화학적 풍화에 의해 대기로 배출되

며, 그중 일부는 생물적 과정과 강수, 강설에 의하여 대기에

서 제거된다. 전체적으로 질소 기체의 증감은 균형을 이루

고, 결과적으로 대기 중에 안정하게 유지된다. 산소는 식생

에 의해 대기로 배출되고 다양한 유기와 무기 과정을 통해

제거된다. 산소 총량도 일정하게 유지된다.

대기의 나머지 1% 부피의 대부분은 비활성 기체인 아르곤

으로 구성된다. 세 가지 주요 대기 구성 기체인 질소, 산소,

아르곤은 기상과 기후에 미치는 향이 작기 때문에 여기에

서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겠다. 매우 소량이 존재하는 네온,

헬륨, 크립톤, 수소도 기상과 기후에 거의 향을 미치지 않

는다.

미량기체

몇몇 다른 기체들은 희박하지만 양의 변화가 매우 크고 기상

과 기후에 커다란 향을 미친다. 

수수증증기기 기체 형태의 물은 수수증증기기(water vapor)이다. 수증기

는 육안으로 볼 수 없지만, 구름과 강수는 액체나 고체 상태

의 물로 구성되어 있어서 눈으로 볼 수 있다. 수증기는 열대

해양과 같이 따뜻하고 표면이 습한 지역의 대기에 풍부하여,

수증기량은 전체 대기의 약 4%를 차지한다. 그러나 사막과

극에서는 1% 정도로 매우 적다.

전체 대기 중 수증기의 총량은 거의 변하지 않는다. 따라

서 표 3-1의‘미량 기체(variable gases)’는 시간에 따른 변동

성보다는 위치에 따른 변동성이 크다. 수증기는 모든 구름과

강수의 근원으로 기상과 기후에 커다란 향을 미친다. 또한

수증기는 대기의 수많은 가열과 냉각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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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3  대기구성성분의비율. 질소와산소가가장큰비율을차지한다.

지구대기의주요기체

건조공기의부피(%) 농도(ppm)

주요기체

질소(N2) 78.084

산소(O2) 20.946

아르곤(Ar) 0.934

네온(Ne) 0.00182 18.2

헬륨(He) 0.00052 5.2

크립톤(Kr) 0.00011 1.1

수소(H2) 0.00005 0.5

기체

수증기(H2O) 0∼4

이산화탄소(CO2) 0.039 390

일산화탄소(CO) <100

메탄(CH4) 0.000178 1.78

오존(O3) <2

이산화황(SO2) <1

이산화질소(NO2) <0.2

표3-1

기타 (0.06%)이산화탄소
(0.039%)

아르곤 (0.9%)

산소
(21%)

질소
(78%)



한다. 

이이산산화화탄탄소소 또 다른 중요한 대기의 구성 성분은 이이산산화화탄탄소소

(carbon dioxide, CO2)이다. 수증기와 같이 이산화탄소도 기

후에 커다란 향을 미친다. 이산화탄소는 적외선을 흡수하

여 하층 대기를 가열화시킨다. 이산화탄소는 대기 하층에서

상당히 균일하게 분포하지만, 화석 연료의 연소 증가로 인해

지난 세기 동안 농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대기 중 이

산화탄소의 비율은 매년 0.0002%(2ppm)씩 증가하여 현재

약 390ppm이다. 많은 대기과학자들은 이산화탄소 농도의

증가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중요한 기후변화를 일으킬 정

도로 하층 대기를 온난화시킨다고 결론지었다. 지구온난화

에 관한 주제는 제4장에서 상세하게 다룰 것이다. 

오오존존 대기 중에서 미량이지만 매우 중요한 또 다른 기체는

오오존존(ozone, O3)으로, 일반적인 2개의 산소 원자(O2) 대신에

3개의 산소 원자(O3)로 구성된 분자이다. 대부분의 오존은

지표로부터 15∼48km에 위치하는 오존층이라고 하는 대기

층에 집중되어 있다. 오존은 태양 복사 중 자외선의 좋은 흡

수물질이다. 오존은 자외선을 걸러내서 잠재된 치명적인

향으로부터 지구의 생명체를 보호한다(최근 오존층 감소에

관한 논의는 이 장의 후반부에서 다룰 것이다).

표 3-1에 제시된 나머지 미량 기체(일산화탄소, 이산화황,

일산화질소, 다양한 탄화수소)는 공장과 자동차의 매연으로

인해 점점 많은 양이 대기로 배출된다. 이들 모두는 생명체

를 위협하며 기후에 일부 향을 미친다. 메탄은 자연적으로

또는 인간활동을 통해서 대기로 배출되어 특정 파장대의 복

사를 흡수하고 대기 온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부유미립자(에어로졸)

대기 중에 많은 양의 비기체 물질들은 주로 구름, 강수, 강

설, 언비, 우박을 형성하는 물과 얼음이다. 또한 눈에 보이는

큰 먼지 입자들은 때때로 대기의 난류에 의해 충분한 양이

떠올라 유지되어 하늘을 흐리게 하지만 질량이 무거워서 대

기 중에 오래 머물지 못한다(그림 3-4). 작은 입자들은 육안

으로는 볼 수 없으며, 대기 중에 몇 개월에서 몇 년 동안 떠

다니며 부유하기도 한다.

대기의 고체와 액체 입자들을 모두 부부유유 미미립립자자(particu-

lates)나 에에어어로로졸졸(aerosols)이라 부른다. 이들은 자연과 인간

활동의 결과로 수많은 곳에서 발생한다. 화산재, 바람에 날

려 온 토양, 화분, 유성 잔해, 산불의 연기, 부서지는 파도에

서 나온 염분은 자연적으로 발생한 에어로졸이다. 인간활동

으로부터 발생한 에어로졸은 대부분이 산업과 자동차의 배

출가스, 연기, 인위적 산불로 인한 검댕이다. 

이러한 작은 입자들은 도시, 해안, 활화산과 몇몇 사막 지

역같이 발생한 지역 위에 가장 많다. 그러나 입자들은 끊임

없이 움직이는 대기에 의해 수평·수직적으로 장거리를 이

동한다. 이들은 주로 두 가지 방법으로 기상과 기후에 향

을 미친다. 

1. 대부분의 에어로졸은 흡습성(hygroscopic)이 있고(수분

을 흡수한다는 의미), 수증기는 그런 응결핵(conden-

대기의구성 61

◀ 그림 3-4  먼지 입자들은 때때로 지
표의 국지적 지역에서 짧은 시간 동안 하
늘을 흐리게 한다. 이들은 어떤 경우에는
오스트레일리아의 뉴사우스웨일스 중부
에서처럼‘먼지폭풍’이 되고, 위협적이지
않다면시각적효과가인상적이다.

오스트레일리아



sation nuclei) 주변에 응결한다. 물분자의 포집은 구름

형성의 중요 단계로 제6장에서 다룰 것이다. 

2. 에어로졸의 일부는 햇빛을 흡수하거나 반사해서 지구 표

면에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의 양을 감소시킨다. 

대기의수직구조

이 책의 다음 5개 장에서는 대기 과정과 이들이 기후패턴에

미치는 향을 설명한다. 대부분의 기상 현상이 발생하는 대

기 하층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다. 비록 상층대기가 지표

환경에 미치는 향은 적지만 대기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

서 필요하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고도에 따른 대기의 수직

적 온도, 기압, 구성 성분 패턴을 중요하게 다루고 대기의 일

반적 특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대기의 특정 층(고도에 따른 구분)은 아래에서 논의될 특

징이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명명되었다. 이 절에서는 열적

구조에 대해 논의하고, 후에 다른 이름을 가지지만 겹치는

층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온도변화에따른구조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도에 따른 온도 변화를 경험한 적이 있

다. 예를 들어 산을 오를 때는 온도가 하강하는 것을 느낀다.

약 100년 전까지는 대기에서 고도가 높아질수록 일반적으로

기온이 하강한다고 가정했지만 지금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그림 3-5에 제시된 것처럼 온도의 수직적 구조는 복잡하며,

번갈아가며 온도가 하강, 상승하는 연속적인 층으로 구성되

어 있다. 이러한 온도 변화에 따라 층은 지표에서부터 대류

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외기권으로 정의된다. 5개의 주요

층의 이름뿐만 아니라 첫 번째에서 세 번째 층인 대류권, 성

층권, 중간권의 상한은 고유 이름을 가진다. 하나의 층 전체

를 정의할 때는 권(-sphere)을 사용하고, 한 층의 상한이나 두

층 사이의 경계를 말할 때는 권계면(-pause)을 사용한다. 

대대류류권권 대기의 최하층으로 지표와 유일하게 접해 있는 층이

대대류류권권(troposphere)이다. 대류권과 대류권계면(tropopause,

대류권의 상한)이란 명칭은 그리스어의 뒤집다(tropos)에서

유래되었고, 수직 혼합과 난기류의 향으로 공기가 뒤섞이

는 구역을 의미한다. 대류권의 높이는 장소와 시간에 따라

달라진다(그림 3-6). 적도에서 대류권계면이 가장 높고 극지

방에서 가장 낮으며, 겨울보다 여름에 높고 온난 기단과 한

랭 기단의 통과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평균적으로 대류권의

상한(대류권계면 포함)은 적도에서는 해수면으로부터 약

18km, 극에서는 약 8km 고도에 위치한다. 

성성층층권권 성성층층권권(stratosphere)과 성층권계면(stratopause)은 덮

개(stratum)라는 라틴어에서 유래되었으며, 수직적 혼합이

없는 층을 의미한다. 대류권의 공기가‘역동적(tur-bulent)’

이라면 성층권의 공기는‘정적’이다. 성층권은 해수면으로

부터 약 18∼48km에 위치한다.

상상층층 대기의 중간권(mesosphere)과 중간권계면(mesopause)

은 그리스어의 중간(meso)에서 유래되었다. 중간권은 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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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5  온도 변화에 따른 대기의 구조. 대류권과 중간권에서 기온(노란색
선)은 고도가 상승함에 따라 하강하고, 성층권과 열권에서는 고도가 상승함에 따
라상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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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으로부터 48km에서 약 80km까지를 포함한다. 중간권계

면 위의 열권(thermosphere, 그리스어의‘열’을 의미하는

therm에서 유래)은 해수면으로부터 80km 고도에서 시작하

며 상한은 분명하지 않다. 대신에 이곳은 행성 간의 공간과

섞여 있는 외기권이라 불리는 곳으로 점차 합쳐진다. 대기의

흔적은 실제로 수천 km의 고도까지 확장되어 있다. 따라서

대기와 우주 공간 사이에는 분명한 경계가 없기 때문에 대기

상부(top of the atmosphere)는 실존한다기보다는 이론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대대기기의의 온온도도패패턴턴 기온은 고도에 따라 변한다(그림 3-5). 해수

면에서 지구의 평균 기온은 약 15℃이고, 대류권에서 고도가

상승함에 따라 기온은 지속적으로 하강하여 대류권계면에서

는 평균 기온이 약 －57℃까지 하강한다. 대류권계면부터 성

층권까지는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고도 약 20km부터

고도가 상승함에 따라 기온은 상승하고, 중간권의 하층인

48km에서 약 －2℃로 성층권의 최고기온이 나타난다. 그 다

음 중간권 전체에서는 고도가 상승함에 따라 기온이 하강하

여, 80km 고도에 위치한 중간권 상한에 도달하면 최저기온

이 나타난다. 열권에서 기온은 몇 km 정도 일정하게 유지되

다가 200km 고도까지 상승하며, 이때 기온은 대류권에서의

최고기온보다 더 높다. 외기권에서는 기온의 일반적인 개념

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기온의 변화에서 각각의 온역(warm zone)은 특정

한 열의 공급원을 가진다. 대류권 하층에서 열의 공급원은

지표 그 자체로, 태양 에너지가 지표를 가열하고 이 에너지

가 다시 여러 가지 다른 과정을 통해 대류권으로 바로 이동

하게 된다. 성층권계면의 온역은 오존층 상한 근처로 오존이

태양 복사의 자외선을 흡수하여, 그로 인해 대기가 가열된

다. 또한 열권의 다양한 원자와 분자는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을 흡수하여 분열되고 가열된다. 이러한 온역을 분리

하는 한역(cold zone)은 열 공급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랭

하다. 

성층권, 중간권, 열권, 외기권에 대한 흥미로운 물리적 관

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풍과‘기상’이라고 하는

다른 모든 현상들이 대류권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 책에서

우리의 관심은 대부분 대류권에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때때

로 오존층과 같이 대류권 위의 대기 상태를 고려해야 한다.

기압

기압은 간단하게 말해서 공기의‘질량’으로 생각할 수 있다

(제5장에서 자세한 기압의 개념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그

림 3-7에 제시된 것처럼 물체 위의 공기 기둥이 높으면 높을

수록 물체에 가해지는 압력은 커진다. 공기는 압축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대기의 하층은 상층대기로 인해 압축되고 이러

한 압축은 하층에 가해지는 압력과 이들 층의 도를 증가시

킨다. 상층의 공기는 덜 압축되기 때문에 도가 낮으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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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6  대류권의 두께는 변한다. (a) 대류권은 지표 온도가 따뜻하고 열적
혼합이 활발한 적도에서 가장 높다. (b) 겨울보다는 여름에 더 높다(이 그림에서
대기의두께는매우과장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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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7  기압은해수면에서가장높고, 고도가증가하면서급격히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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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는 압력도 작다. 

보통 기압은 해수면에서 가장 높고 고도가 높아짐에 따라

급격하게 낮아진다. 그러나 고도에 따른 기압의 변화가 일정

한 것은 아니다. 일반화해 보면, 그림 3-8에서 제시하듯 기압

은 고도가 높아질수록 그 감소율이 작아진다. 표 3-2는 해면

기압에 대한 비율로 다양한 고도별 기압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 대류권계면 고도인 16km

상공에서는 대기압이 해면기압의 10% 정도이고, 이는 대부

분의 대기 질량이 지표면 근처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

낸다.

대기를 구성하는 모든 기체 분자의 50%는 해수면으로부

터 5.6km 이내에 존재하고, 90%는 16km 이내에 집중되어

있다(그림 3-2 참조). 80km보다 높은 대기의 기압은 너무 낮

아서 기압을 측정하는 장비인 보통 기압계로 측정되지 않는

다. 이보다 높은 고도에서는 대기가 너무 희박하기 때문에

해수면 높이의 실험실에서 가장 완벽하게 만든 진공 상태보

다 기압이 더 낮다.

구성요소

대기의 주요 기체들은 지표면으로부터 80km 이내에서 수

직적으로 아주 균질하게 분포한다. 이 동질한 구성을 이루

는 구역을 동질권(homosphere)이라 한다(그림 3-9). 동질권

위의 대기가 희박한 구역은 균질하게 분포하지 않고, 무게

에 따라 층을 이루어 존재한다. 질소 분자(N2)가 맨 아래에

위치하고, 그 위에 산소(O), 헬륨(He), 수소(H) 원자가 순서

대로 존재한다. 이 고층 역을 이질권(heterosphere)이라

한다.

수증기도 고도에 따라 그 분포가 변한다. 대부분은 지표면

근처에 존재하고, 일반적으로 고도가 상승할수록 대기 중 수

증기량이 줄어든다. 해수면으로부터 16km 이상의 높이에서

는 기온이 매우 낮기 때문에 대기 중의 수분이 모두 얼게 된

다. 따라서 높은 고도에서는 권운을 만들어 낼 만큼의 수분

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만일 하늘을 날아봤다면 비행기가 견

고한 구름층의 최상부 위를 지날 때 눈앞에 구름이 하나도

없는 장면을 떠올려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의 두 가지 수직적 구성요소의 패턴은 언급할 만한 가

치가 있다.

1. 앞에서 논의했듯이 오오존존층층(ozone layer)은 15∼48km 사

이에 존재하며 오존권(ozonosphere)이라 불린다. 그 이

름에도 불구하고 오존층이 오존으로만 구성된 것은 아

니다. 오존층이라 불리는 이유는 다른 기체들과 비교해

서 그곳의 오존 농도가 높기 때문이다. 오존층 내에서

도 해수면으로부터 25km 부근에서 오존 농도가 가장

높지만, 오존 농도는 15pp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2. 전리권(ionosphere)은 중간권의 중간과 상부, 열권 하부

인 60∼400km 부근의 전기적으로 극성을 띠는 분자와

원자[이온(ion)이라고도 함]로 구성된 두꺼운 층이다. 전

리권은 전파를 반사시켜 지구로 보내서 원거리 통신을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전리권은 또한 태

양으로부터 온 극성을 띠는 원자들이 극 부근의 지구의

자기장에 갇혀서 생기는‘북극광’과 같은 오로라로도

유명하다(그림 3-10). 전리권에서 이 입자들은 질소 분

자와 산소 원자를 자극시켜서 네온 라이트와 같은 빛을

발광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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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면기압에대한비율로표현된다양한고도별기압

고도(km) 해면기압에대한비율

0 100

5.6 50

16 10

32 1

48 0.1

80 0.001

96 0.00001

표3-2

▲그림3-8  기압은고도가상승함에따라감소하지만그비율은일정하지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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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위적대기변화

세계 인구가 증가하고 산업기술의 사용이 많아지면서, 인류

활동은 점점 통제가 불가능하고 의도하지 않은 향을 대기

에 미쳐왔으며 그 향은 지구 전체에서 나타난다. 간단하게

말해서 이러한 인류의 향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변화 속

도로 대기에 불순물을 배출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순물들은

지구 기후를 변화시키고 생명체에 피해를 줄 수 있다. 수년

동안 대기과학자들의 관심은 지난 10년에 대한 인위적 대기

변화의 결과, 특히 지구의 기후변화에 있으며 이는 과학계뿐

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까지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12개 이상의 정부 기관과 백악관을 포함하여 구성된 협의

체인 미국 지구변화연구프로그램(US Global Change

Research Program, USGCRP)은 2009년 6월에‘미국의 지구

기후변화 향(Global Climate Change Impacts in the

United States)’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 정부

간 기후변화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다음 장에서 논의될 것임)의 4차 평가보고서의 결

과에 기반하여 작성된 이 보고서는 미국 기후변화의 진솔한

평가를 다음과 같이 제공하고 있다.

기후변화는 현재 국가 전체에 걸쳐 명확하게 나타난다. 최

근 10년 동안 관측된 경향은 기온 상승, 호우의 증가, 해수

면 상승, 식물성장 계절의 연장, 강설과 빙하의 감소, 하천

유량과 유출 시기의 변화를 포함한다. 이러한 경향은 온실

기체의 배출량이 많으면 커질 것이고, 배출량이 적으면 작

아질 것이지만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관측된 기후변

화는 이미 다양한 분야에 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향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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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9  대기의 층. 동질권은 기체의 수직적
분포가 일정한 구역이며, 이질권은 기체의 분포가
균질하지 않다. 오존층에는 많은 오존이 집중되어
있고, 전리권에는 분자와 원자의 전기적 전하를 가
진두꺼운이온층이있다.

▲그림3-10  알래스카의베어호에나타난전리권의북극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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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절에서 인위적 대기 변화의 여러 측면과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조치를 중요하게 다룰 것이다. 첫 번째로 주목받고

있는 지구 환경 변화의 주요 주제는 오존층의 감소이다. 

오존층의감소

이미 제시한 것처럼 오존은 성층권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된

다. 오존은 일반적인 2개의 원자(O2)가 아닌 3개의 원자(O3)

로 구성된 산소 분자이다. 오존은 2개의 산소(O2) 분자에 자

외선 태양 복사가 향을 미쳐서 상층대기에서 생성된다.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 복사는 UV-A, UV-B, UV-C(복사는

제4장에서 더 자세하게 논의될 것이다)의 3개 밴드로(가장

긴 파장에서부터 가장 짧은 파장까지) 나뉜다. 성층권에서

UV-C의 향으로 O2 분자는 산소 원자로 분리되고, 자유 산

소 원자의 일부는 O2 분자와 결합하여 O3를 형성한다(그림

3-11). 성층권 오존의 자연적 파괴는 UV-B, UV-C의 향으

로 인해 오존이 O2와 하나의 자유 산소 원자로 분리될 때 발

생한다. 오존의 자연적인 생성과 파괴 과정은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모든 UV-C와 대부분의 UV-B 복사는 오존층에 의해

흡수된다. 이런 광화학 과정에서 UV 복사의 흡수는 성층권

의 온난화에 기여한다. 

대기 전체 오존의 약 90%는 잠재적 위험성을 지닌 태양의

자외선 복사를 대부분 흡수하여 깨지기 쉬운‘보호막’을 형

성하며 성층권에 존재한다. 자외선 복사는 여러 가지 측면에

서 생물에 해로울 수 있다. UV 복사에 장시간 노출되는 것

은 치료가 가능한 다양한 비흑색종뿐만 아니라 흑색종과 같

은 위험한 피부암을 유발한다. 또한 백내장의 위험을 증가시

키고, 인간의 면역체계에 악 향을 끼치며, 많은 농작물의

수확량을 감소시키고, 해수면의 플랑크톤과 같은 미생물을

파괴해서 수중 먹이사슬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아직도 알지

못하는 많은 부정적인 향이 있을 것이다.

오존은 인간활동을 통해 대류권의 지표 근처에서 생성되

고, 이는 광화학 스모그의 구성 성분 중 하나가 된다(이 장

의 후반부에서 논의될 것이다). 그러나 최근 성층권 오존층

이 얇아지는 것이 관측되어 많은 연구와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다.

오오존존층층의의‘‘구구멍멍’’오존층은 자연적 요소로 인해 변화할 수 있

지만, 오늘날 대기과학자들은 인간이 합성한 화학물질의 방

출로 인해(전적으로는 아니더라도) 1970년대 이래로 오존층

이 얇아진다는 것에 의견을 일치했다. 1970년대에 대기과학

연구의 선구자인 Sherwood Rowland와 Mario Molina는 가

장 문제가 큰 화학 물질이 염염화화불불화화탄탄소소(chlorofluorocar-

bons, CFCs)임을 밝혔다. 그러나 오존을 감소시키는 다른 물

질은 할론(일부 소화기에 사용)과 브롬화 메틸(살충제)을 포

함한다(1995년 Rowland, Molina, 동료 과학자인 Paul

Crutzen은 오존 감소에 관한 연구로 노벨화학상을 받았다).

CFCs는 무취, 불연성, 비부식성, 비활성 기체이다. 이러한

이유로 원래 과학자들은 CFCs가 환경에 어떠한 향도 미치

지 않을 것이라 믿었다. CFCs는 냉장고와 에어컨[냉매 프레

온(FreonTM)이 CFCs이다], 거품제재와 플라스틱 제조, 스프

레이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CFCs가 하층대기에서는 극히 안정적이고 비활성이지만,

오존층에 도달하면 자외선 복사에 의해 분해된다. UV 복사

의 향으로 CFCs 분자로부터 하나의 염소 원자가 방출되고

(그림 3-12), 이 염소 원자는 오존과 다시 반응하여 오존을

분리시켜 일산화염(ClO) 분자와 O2를 생성한다. 일산화염

분자는 자유 산소 원자 1개와 다시 반응하여 이원자 산소 분

자를 형성하고, 자유 염소 원자는 또 다른 오존 분자와 다시

반응한다. 방출된 1개의 염소 원자는 무려 100,000개나 되는

오존 분자를 파괴할 수 있다.

오존층은 얇아질 뿐만 아니라 몇몇 장소에서는 일시적으

로 거의 완전하게 사라지기도 한다. TOMS(Total Ozone

Mapping Spectrometer)라 불리는 위성 장비를 이용한 관측

을 통하여, 1979년 이후 남극에 발달하는‘오존홀’의 지속시

간이 매년 점점 더 길어지는 것과 함께 매년의 오존층 성쇠

(두꺼워지고 얇아짐)가 계속적으로 지도화되었다(그림 3-

13). 북극의‘오존홀’또한 1980년대 말에 발견되었다.

극지방, 특히 남극에서 오존 감소가 더욱 심각한 이유는

무엇일까? 부분적으로는 겨울에 발생하는 극한 냉각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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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1  오존의 자연적 생성과 파괴. 자외선 복사는 산소(O2)를 자유 산소
원자(O)로 분리시키고, 이 중 일부는 다른 O2와 결합하여 오존(O3)을 생성한다. 또
한UV 복사의 향으로오존은자연적으로O2와자유산소원자로다시분리된다.

오존의자연적생성

오존의자연적파괴



해 극소용돌이(polar vortex)로 알려진 회오리 형태의 바람

패턴이 발달하여, 극지방의 공기를 저위도의 대기로부터 효

과적으로 고립시키기 때문이다. 빙정들이 성층권에서 얇은

극성층권구름(polar stratospheric clouds, PSC)을 생성하는데,

이 구름들은 오존 파괴 과정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한

다. PSC로 발달한 빙정의 표면에서는 염소 분자의 축적을 포

함하여 수많은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극지방의 봄에 태양

빛이 돌아오면(남반구에서는 9월) 자외선 복사가 촉매 반응

을 일으키고 오존 파괴가 시작된다.

북극에서는 남극과 같은 극한 대기 환경이 잘 발달하지 않

기 때문에 오존의 감소가 남극보다 심각하지 않다. 

남극, 오스트레일리아, 유럽의 산악지역, 캐나다 중부, 뉴

질랜드 등지에서 성층권의 오존 파괴는 지표에 도달하는 자

외선 복사를 증가시킨다. 지표면에 도달하는 자외선 복사량

이 증가하여 건강의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특정 지역의 자외

선 복사의 강도를 나타내 주는 자외선 지수(UV index)가 개발

되었다(사람과 환경 : 자외선 지수 참조).

몬몬트트리리올올 의의정정서서 이러한 발견은 1978년 미국을 포함하여 수

많은 국가들에서 스프레이의 CFCs 사용을 금지하도록 충분

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에 관한 중요

한 국제 협약인 몬트리올 의정서에서는 1987년에 오존을 감

소시키는 원인 물질의 생산을 점차적으로 감소시키는 계획

안이 체결되었다. 오존을 감소시키는 원인 물질의 주요 배출

국을 포함하여 189개국 이상이 이 의정서를 비준했다. 협약

에 따른 조항과 최근의 개정안은 1996년부터 전 세계 선진

국의 CFCs 생산을 금지했다. 또한 의정서에 조인한 국가들

은 개발도상국들이 CFCs의 대체 방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약 7억 달러를 원조하고, 2010년까지 생산을 중단하기로 결

의했다.

몬트리올 의정서의 내용이 완전히 시행된다 하더라도

CFCs가 대기에서 50∼100년 정도는 제거되지 않고 체류하

기 때문에 오존층이 즉시 복구되지는 않을 것이다. 2006년에

가장 큰 남극의 오존홀이 발견되었고, 그 이후로는 오존의

손실이 안정화되었다. 그러나 몇몇 연구에 따르면, 2050년이

되어야 회복될 것이다. 

여러 과학자들은 오존층의 감소 문제를 해결한 것이 성공

적인 환경 문제 해결의 사례가 된다고 생각한다. 인류가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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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2  대기에서 CFCs가 분리되어 얻어진 염소 원자에 의한 성층권의
오존 파괴. 염소 원자는 반응에 변하지 않고 과정을 반복할 수 있다. 따라서 하나
의염소원자는수만개의오존분자를파괴할수있다.

September 1979 September 2009

◀ 그림 3-13  1979년과 2009년 남극의
오존홀. 푸른색과 보라색 부분으로 나타나
는 지역이 남극에서 오존 농도가 가장 낮다.
1970년대 이후로 오존홀이 커짐에 따라, 오
존을 파괴하는 화학물질의 생산을 제한하려
는 국제적인 노력으로 인해 남극 오존홀은
안정화될것으로보인다.

염화불화탄소(CFC)는
자외선과반응하여
염소원자가분리됨

염소원자와
오존분자가
반응하여
산소원자를
분리시킴

염소원자와산소원자가결합하여
일산화염분자를형성

태양

자유산소원자는
일산화염분자에서
산소원자를
분리시킴

자유염소원자는
또다른오존분자와

다시반응함

1979년 9월 2009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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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외선 지수(UVI)는 일반인들에게 지표면에

도달하는 자외선 복사의 위험 정도를 일깨

우기 위한 목적으로 1990년대에 미국 환경보호

청(EPA)과 기상청이 공동으로 개발하 다. 자외

선 지수는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해 제정된

국제보고기준(international reporting

standard)에따라 2004년에개정되었다. 

자외선지수는다음날의자외선복사의강도를

1∼11+ 등급으로 나눈 것이다. 1은 비교적 자외

선노출위험이낮은것을나타내고, 8 이상은자

외선노출위험이매우높은것이다. 자외선지수

의 등급별 위험도와 함께 실외에서 햇빛에 노출

된 사람들이 반드시 취해야 할 권고 예방책이 함

께제공된다(표 3-A). 

최근의연구에따르면자외선복사에노출되어

생긴 피부 손상은 축적된다. 모든 인종의 어린이

는 자외선 차단지수(Sun Protection Factor,

SPF) 15 또는 그 이상의 선크림을 사용하거나

모자나 보호 의류를 착용하는 것과 같은 대비책

을 통하여 과도한 자외선 노출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하다.

특정 도시나 지역의 자외선 지수 예측은 운량,

그 지역의 고도와 함께 측정된 대기의 오존 농도

에 근거한다(그림 3-A). 일반적으로 성층권의 오

존 농도가 낮고 하늘이 맑을수록 지표면으로 해

로운자외선복사가많이도달한다(그림3-B).

자외선 예측에 사용되는 오존 농도 자료는 미

국 해양기상청(NOAA)의 극궤도 환경위성(Polar

Orbiting Environmental Satellites)의

SBUV/2[태양후방산란(Solar Backscatter

Ultraviolet)/2]와 NASA의 아우라 위성에서 탑

재된 OMI(Ozone Monitoring Instrument, 오

존감시장비)와 같은 위성 장비를 이용해서 수집

된다.

지역별 자외선 지수의 예측은 http://www.

epa.gov/sunwise/uvindex2.html.에서 제공

된다.

사람과 환경

자외선지수

▲그림3-A  자외선지수예보지도

▲ 그림 3-B  그림 3-A에 제시된 자외선 지수 예보 시각에 미국 상공의
구름 분포를 보여 주는 가시광선 위성 상. 구름으로 덮힌 지역은 구름이
없는 맑은 지역보다 일반적으로 지표면에 도달하는 자외선 복사의 양이 적
다고예측한다.

자외선지수

범위 노출위험 권고사항

2 이하 낮음 만일 피부가 쉽게 타는 체질이거나 눈이나 물로부터 반사
된 빛에 노출되었다면 선 라스를 착용하거나 선크림을 바
르는 것 등의 예방책을 사용한다.

3∼5 보통 밖에 나가 있는 동안은 보호복, 모자, 선 라스 등을 착용
해서 피부를 보호하고, 한낮에 자외선 노출을 피한다.

6∼7 높음 자외선 차단지수 15 이상의 선크림을 바른다. 선 라스와
챙이 넓은 모자를 쓰고, 한낮에 자외선 노출을 피한다.

8∼10 아주 높음 추가적인 예방책을 사용한다. 자외선 차단지수 15 이상의
선크림을 충분히 많이 바르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
이의 자외선 노출을 최소화한다.

11 이상 심각함 모든 예방책을 취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의 자
외선 노출을 피한다. 두 시간마다 자외선 차단지수 15 이상
의 선크림을 충분히 바른다.

출처 : 미국 환경보호청, 태양보호프로그램(Sun Wise Program)

표3-A



들어 낸 문제라는 것은 확실해졌고, 그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적인 공동 전략이 시행되었다. 2009년에 NASA의 Paul

Newman과 연구팀은 몬트리올 의정서에 의해서 CFCs 사용

이 금지되지 않았을 때 일어났을 상황에 대하여 컴퓨터 모델

을 이용해 예측해 보았다. 그들의 연구는 CFCs 사용을 금지

하지 않았다면 2100년까지 열대의 오존 농도가 오늘날 북극

과 남극에서 나타나는 수준으로 감소하여, 여름의 자외선 복

사 강도가 오늘날‘매우 높다’라고 생각되는 것보다 세 배정

도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제시했다.

대기오염

인류는 성층권 오존을 고갈시켰을 뿐만 아니라 가장 분명하

게는 광화학 스모그를 포함하여 다양한 오염 형태로 대기의

구성을 다르게 바꿨다.

지금까지 대기 중 오염 물질은 항상 존재했다. 자연적인

오염 물질에는 산불에 의한 연기, 화산재, 먼지, 화분, 쇄파

에 의한 염분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나 인류에 의해 오염

물질의 배출량과 빈도가 훨씬 증가하 다. 인구가 집되어

다양한 활동이 일어나는 도시, 특히 내연 엔진과 산업 시설

이 가장 큰 문제이다. 부유 미립자와 수분으로 인해 나빠진

시정 때문에 대기가 오염된 것이 분명해진다. 그러나 대기

중 화학적 불순물 농도의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의 위험

이 더욱 중요한 문제이다. 

산업혁명 이후로 오염 지역은 더욱 확산되고 오염도가 증

가해서 20세기에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심각한

대기 오염은 종종 치명적이다. 1930년 벨기에의 메슈 계곡에

서는 5일 동안 63명이 사망했고, 1948년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의 도노라에서는 일주일 동안 6,000명의 환자와 2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1952년 국의 런던에서는 5일 동안

4,000명이 사망했다. 이러한 개개의 사건뿐만 아니라 세계

대부분의 대도시에서는 대기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다.

11,, 22차차 오오염염 물물질질 대기 오염 물질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범주

로 나눌 수 있다. 11차차 오오염염 물물질질(primary pollutant)은 미립자,

황화합물, 질소화합물, 탄소산화물, 탄화수소와 같이 대기로

직접 배출된 오염 물질이다. 2007년 미국에서만 1억 3,000만

톤의 1차 오염 물질이 배출되었다(그림 3-14). 광화학 스모

그와 같은 22차차 오오염염 물물질질(secondary pollutant)은 직접 대기로

배출되는 것이 아니라 대기의 화학반응을 포함하여 다양한

과정으로 인해 형성된다.

부부유유 미미립립자자 부유 미립자(또는 에어로졸)는 대기에 부유하는

미세한 고체 입자나 작은 물방울이다. 부유 미립자의 1차 배

출원은 연소로 인한 연기와 산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먼지

들이다. 작은 입자들이 병합하여 더 큰 입자가 되거나, 응결

핵 주변에 물방울이 성장하는 2차 과정을 통해 부유 미립자

의 농도가 증가할 것이다. 직경이 2.5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부유 미립자들이 건강에 가장 해를 많이 끼치는 것으로 알려

졌다. 1997년 미국의 환경보호청은 비록 최근의 연구들이 여

전히 더욱 작은 부유 미립자들이 큰 위험요소가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PM2.5와 같은 매우 미세한 부유 미립자의 해

로운 향을 고려하여 그에 관한 규제를 개정하 다. 

일일산산화화탄탄소소 탄소가 포함된 연료의 불완전 연소로 인해 생성

되는 일산화탄소(CO)는 특히 자동차에 의해 가장 많이 생성

되고 1차 오염 물질 중 가장 많이 존재한다. 이 기체는 무색,

무취이기 때문에 좁고 폐된 공간에서 노출되면 일산화탄

소가 혈액으로 들어가고 뇌와 다른 장기들이 사용할 산소의

양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위험하다.

황황화화합합물물 대기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황화합물은 자연 상태

에서 발생한 것으로 화산폭발이나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열

수 분출공(hydrothermal vent)과 같은 곳에서 배출된다. 썩

은 달걀 냄새가 나는 황화수소(H2S) 같은 것이 황화합물의

친숙한 예이다. 그러나 특히 지난 한 세기 동안 주로 석탄,

석유와 같은 화석 연료의 사용으로 인해 대기로 배출되는 황

화합물의 양이 증가했다. 황은 석탄, 석유에서 작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이것이 연소되었을 때는 이산화황(SO2)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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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4  2007년미국의주요대기오염물질의배출량. 그림에제시된값
은 1억 2,900만 톤으로 추정된 2007년 오염 물질의 총 배출량에 대한 비율을 나
타낸다.

일산화탄소
62.7%

질소산화물
13.2%

휘발성유기물
11.6% 이산화황

10.1%

부유미립자
2.4%



황화합물이 배출된다. 이산화황 자체도 폐해를 끼치지만, 대

기에서 화학반응을 통해 산성비의 원인 물질 중 하나인 삼산

화황(SO3), 황산(H2SO4)과 같은 2차 오염 물질을 생성한다

(제6장에서 다루어짐).

질질소소화화합합물물 일산화질소(NO)는 생물적 과정을 통해 물이나

토양에서 자연 부산물로 생성될 수 있는데, 보통은 아주 빠

르게 분해된다. 그러나 일산화질소는 자동차 엔진에서처럼

고온, 고압 상태에서 연소되면 생성될 수도 있다. 일산화질

소는 대기에서 화학적 반응을 통해 노란색과 적갈색을 띠고,

공기를 오염시키는 이산화질소(NO2)를 생성한다. 비록 이산

화질소가 스스로 빠르게 분해되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태양

빛에 반응하여 다양한 스모그의 구성요소를 생성한다.

광광화화학학 스스모모그그 많은 기체들이 강한 자외선과 반응하여 광광화화

학학 스스모모그그(photochemical smog)로 알려진 2차 오염 물질을

생성한다(그림 3-15)[‘스모그’라는 단어는 연기(smoke)와 안

개(fog)의 합성으로 만들어졌고, 광화학 스모그는 두 가지 모

두를 포함한다]. 가솔린과 같은 연료의 불완전 연소로 인해

생성될 수 있는 이산화질소와 탄화수소[휘발성 유기화합물

(volatile organic compounds) 혹은 VOC로 알려진]는 광화학

스모그의 주요 원인이다. 이산화질소는 자외선에 의해 파괴

되어 일산화질소가 되고, 또 그것이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반

응하여 몇몇 지역에서 작물과 삼림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질

산과산화아세틸(peroxyacetyl nitrate, PAN)을 생성한다.

또한 이산화질소가 일산화질소로 파괴될 때, 산소 분자와

반응하여 광화학 스모그의 가장 주된 요소인 오존을 생성할

수 있는 산소 원자 하나가 떨어져 나온다. 오존은 매캐하고

썩은 냄새가 나며, 이것은 광화학 스모그의 특징으로 식생에

해를 끼치고, 건물 재료(페인트, 고무, 플라스틱과 같은)를 부

식시키며, 사람의 민감한 조직(눈, 폐, 코)에도 손상을 준다.

특히 광화학 스모그가 발달할 때 대기의 상태 또한 공기

오염의 정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만약 공기의

움직임이 활발하다면 오염 물질은 빠르게 넓은 범위로 흩어

질 것이다. 반면에 공기가 정체되어 있을 때는 오염 물질이

빠르게 축적된다. 따라서 공기의 오염은 고기압(고기압권)일

때 심하고, 공기가 상층으로부터 하층으로 가라앉으며 지표

면에 바람이 거의 불지 않을 때 더욱 심해진다. 만약 공기가

매우 안정적이면 상승기류와 일반적인 공기의 이동을 억제

하는‘안정막(stability lids)’으로 작용하는 기온역전(tempera-

ture inversions,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 아래에 있음)이 발생

한다. 멕시코시티와 로스앤젤레스와 같이 세계에서 스모그

가 많은 도시들은 기온역전이 자주 나타나고, 고기압이 자주

발달하는 것이 특징이다.

인인류류에에 의의한한 공공기기 오오염염의의 결결과과 비록 대기 오염의 향은 서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모든 형태의 대기 오염은 폐 기능에

부정적인 향을 끼친다. 일산화탄소, 이산화황, 부유 미립

자는 심혈관계 질병을 일으킬 수 있으며, 특정 부유 미립자

들에 장기간 노출되면 폐암이 발생하기도 한다. 일산화질소

와 이산화황은 산성비의 주요 원인 물질이다. 대류권 오존은

작물과 나무 등에 손상을 입히고, 현재 가장 널리 분포하는

오염 물질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다. 미국 환경보호청

은 여름 병원 호흡기질환자의 약 1/5은 오존에 노출되어 발

생한 것이라고 보고했다.

미국 환경보호청의 배출기준이 더욱 강화되어, 최근 수십

년 동안 일산화질소와 오존을 제외한 모든 오염 물질의 배출

량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비록 대기 오염 물질을 감소시키기

위해 여러 조치가 취해졌지만, 전 세계 인구가 증가함에 따

라 오염 부하가 더욱 커지고 있어서, 각각의 국가나 주별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기상과기후

지금까지는 대기의 구성요소와 구조에 대해 설명하 다. 이

제는 더욱 구체적으로 이 공기의 바다에서 일어나는 광범위

한 과정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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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5  칠레산티아고의광화학스모그현상



아주 넓고 눈에 보이지 않는 대기는 태양 복사로부터 에너

지를 공급받고 지구 운동에 의해 활성화되며, 지표면과의 접

촉을 통해 향을 받는다. 대기는 거기에 반응하여 다양한

조건과 현상들을 만들어 내며 그것들을 총괄하여 기상이라

한다. 기상을 연구하는 학문을 기상학(meteorology)이라 하

고, 기기상상(weather)이라는 용어는 특정 시간에 특정 장소에서

발생하는 짧은 시간의 대기 상태이다. 기상은 짧은 시간의

기온, 습도, 운량, 강수량, 기압, 바람, 폭풍을 포함하는 다양

한 대기 변수들의 집합체이다. 따라서 기상을 아주 짧은 순

간, 주간, 계절, 연 또는 10년 단위로도 말한다.

기상은 거의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때때로 겉보기에는 불

규칙하지만 장기간으로 봤을 때, 그 변동은 기후라는 일정한

패턴으로 일반화할 수 있다. 기기후후(climate)는 장기간 동안 매

일의 기상 상태를 종합한 것이다. 기후는 평균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기상의 극한 현상과 변동성까지도 포함한다. 한 지역

의 기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적어도 30년 이상

의 기후자료가 필요하다.

기상과 기후는 관련성이 있지만 동의어는 아니다. 두 용어

의 차이점은 순간적인 구체성과 장기간의 보편성이다. 어느

철학자는“기후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이고, 기상은 우리가

겪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좀 더 냉소적으로 말하면“기후는

사람들을 그 장소로 몰려들게 하는 것이고, 기상은 사람들을

그 장소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다.”

기상과 기후는 일반적으로 농업, 운송, 사람들의 일상에

직접적이고 분명하게 향을 미친다. 더욱이 기후는 토양,

식생, 동물의 생태, 수문, 지형의 물리적 경관 발달에 있어

아주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기후와 기상이 대기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기를

공부하는 데 있어 궁극적 목표는 지구 기후 유형의 분포와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상세하게 고려해야 한다. 궁극적인 목표

가 장기간의 대기 상태(기후)를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음 제4장에서는 대기의 일시적 상태(기상)에 포함된 역학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기상과기후의요소

대기는 복합적인 매체이고 그 메커니즘과 과정은 때때로 매

우 복잡하다. 그러나 그 특성은 보통 몇 개의 측정 가능한 변

수에 의해서만 표현된다. 따라서 측정된 자료는 일시적이고

(기상) 장기적인(기후) 대기의 상태를 모두 이해하도록 원자

료로 제공된다.

이 변수들을 기기상상과과 기기후후의의 요요소소(elements of weather and

climate)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1) 기온, (2) 수분 함량,

(3) 기압, (4) 바람이다(표 3-3). 이 요소들은 매일 밤 일기예

보에서 들어보았을 기상과 기후의 기본 구성요소이다. 이 요

소들이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측정함으

로써 기상 역학의 복잡성과 기후패턴을 부분적으로는 이해

할 수 있다.

기상과기후의요인(인자)

지구에서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기후 요소는 계속 변한다. 이

러한 변화는 기기상상과과 기기후후 요요인인(인자, controls of weather and

climate)(표 3-3)이라는 지구의 반 구적 특성에 의해 발생하

고, 매우 강하게 향을 받는다. 주요 요인은 다음 절에서 간

단히 설명하고,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각각의

요인을 분리하여 설명하지만, 요인들의 향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여 매우 다양하게 향을 미친다는 것이 먼저 강

조되어야 할 것이다.

위위도도 제1장에서 설명했듯이 지구와 태양의 위치적 관계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지표면의 위치에 따라 지구가 받는 태양

광선의 양과 복사에너지의 양도 계속해서 변한다. 따라서 기

본적인 지구의 온도 분포는 그림 3-16에 나타내었듯이, 다른

무엇보다도 위도의 향을 많이 받는다. 요소와 요인의 관계

를 볼 때 위도 요인은 기온 요소에 강력하게 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종합해 보면 위도는 가장 중요한 기후 요인이다.

수수륙륙 분분포포 아마도 기후적으로 가장 근본적인 지리적 차이는

대륙성 기후와 해양(바다)성 기후 사이의 차이일 것이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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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과기후의요소와인자

기상과기후의요소 기상과기후의인자

기온 위도

기압 수륙 분포

바람 대기대순환

수분 함량 해양대순환

고도

지형 장벽

폭풍

표3-3



양은 대륙보다 훨씬 느리게 가열되고 냉각되며, 변화의 폭도

작다. 이는 해양이 대륙보다 여름과 겨울 모두에서 더 온화

한 기온을 나타냄을 의미한다. 노스다코타 주의 파르고와 워

싱턴 주의 시애틀을 예로 들면, 모두 북위 47°부근으로 시

애틀은 미국 서부 해안에 위치하고, 파르고는 내륙 안쪽에

위치한다. 시애틀은 1월 평균 기온이 5℃인 반면 파르고는

－13℃이다. 정반대 계절인 여름 7월에 시애틀은 평균 기온

이 19℃인 데 반해 파르고는 22℃이다.

또한 해양은 대기 수분의 매우 방대한 공급원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해양성 기후는 대륙성 기후에 비해 습하다. 대륙

과 해양의 불규칙한 분포는 수분 함량과 기온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대대기기대대순순환환 일시적인 국지풍에서부터 아주 넓은 범위에 부

는 바람에 이르기까지 대기는 끊임없이 움직인다. 지구 규모

에서 반 구적인 주요 바람과 기압 시스템의 패턴이 대류권

을 지배하고, 기상과 기후의 대부분 요소에 향을 미친다.

간단한 예로 열대에서 대부분의 지상풍은 동풍이고, 반대로

중위도에서는 편서풍이 탁월하다(그림 3-17).

해해양양대대순순환환 해양대순환은 대기대순환과 다소 유사하다(그

림 3-18). 해양에 여러 가지 작은 순환이 있지만, 대기와 마

찬가지로 아주 광범위한 해류패턴이 존재한다. 이 해류들은

따뜻한 물을 극지방으로 수송하고, 차가운 물은 적도지방으

로 운송한다. 비록 기후에 있어서 해류의 향은 대기대순

환보다는 훨씬 작지만 해류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난류는 대륙의 동안을 따라 흐르고, 한류는 대륙

의 서안을 따라 흐른다. 이 차이가 해안 기후에 커다란 향

을 미친다.

고고도도 지금까지 4개의 기상 요소 중 기온, 기압, 수분 함량

세 가지를 살펴보았다. 이 요소들은 일반적으로 대류권에서

고도가 높아질수록 그 값이 감소하고, 따라서 고도라는 요인

에 의해 향을 받는다. 세 가지 기상 요소와 고도 사이의 간

단한 관계는 여러 가지 기후 특성, 특히 산지에서 아주 큰

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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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6  지구로 입사하는 태양 에너지. 이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그
림 1-22와그림설명을참고하자.

▲ 그림 3-17  대기대순환은 중요한 기후 요인이다. 이 다이어그램은 제5장에서
논의될실제대순환의아주간단한형태이다.

▲ 그림 3-18  해양대순환은 많은 양의 물을 이동시키는 난류(빨간색 화살표)와
한류(파란색 화살표)를 포함한다. 이들 해류는 주변 대륙의 기후에 엄청난 향을
미친다.

적도



지지형형 장장애애물물 산과 큰 언덕은 때때로 바람의 방향을 바꿔서

여러 기후 요소에 향을 미친다(그림 3-20). 예를 들어, 산

지의 바람받이 사면의 기후와 반대편인 바람의지 사면의 기

후는 매우 다르다.

폭폭풍풍우우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폭풍이 존재한다. 어

떤 폭풍은 지구상의 넓은 지역에 출현하는 반면, 다른 폭풍

들은 특정 지역에만 출현한다(그림 3-21). 비록 폭풍이 다른

기후 요인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나타나지만, 모든 폭풍은 특

이한 기상 상태를 야기시켜서 요인처럼 작용한다. 실제로 몇

몇 폭풍은 기상뿐만 아니라 기후에 향을 미칠 수 있을 정

도로 출현 빈도가 많고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제4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기상과 기후의 첫 번째 요소인

기온에 관해 논의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상과 기후의 인자를

하나 더 살펴보아야 한다. 더 정확히 말하면 기상과 기후의

인자에 향을 미치는 지구의 자전이다.

코리올리효과

우리는 끊임없이 작용하는 중력과 친숙하다. 지구의 중심으

로 끌어당기려는 이 엄청난 힘은 지표 부근에서 일어나는 모

든 수직 운동에 향을 미친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는 특

성 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은 이 힘은 지구의 수평 운동에도

커다란 향을 미친다. 지표면 위나 지구의 대기에서 움직이

는 모든 것은 지구의 자전으로 인해 옆으로 휘게 된다.

George Hadley는 이 명백한 현상을 1730년대에 설명했지만

정량적인 것은 아니었고, 프랑스의 토목공학자이며 수학자

던 Coriolis(1792∼1843)에 의해 한 세기 이후에 정량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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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9  콜로라도 주 중남부에 위치한 블랑카피크의 사면에 나타난 다양
한 자연 식생 패턴이 보여 주는 것처럼 환경 구성요소는 고도에 따라 향을 받
는다.

 

  

▲ 그림 3-20  기후 요인으로 작용하는 지형 장벽. 하와이 섬의 두 관측 지점에
서 나타나는 연평균 강수량의 차이는 두 지점을 가로막은 산지 때문이다. 북동쪽
에서 수분을 포함한 바람이 불어와 산의 동쪽 사면에 부딪쳐 수직적으로 상승했
을 때 그곳에 강수가 발생한다. 그 결과 섬의 동쪽은 매우 습하고 서쪽은 매우 건
조하다.

▲ 그림 3-21  국 상공에 발달한 탁월한 중위도 저기압 폭풍우 시스템은 북아
프리카, 시칠리아, 이탈리아, 그리스의국지적인뇌우와대조된다.

무역풍

푸아코

힐로

하와이

연강수량

태평양

태평양

연강수량〓23cm

연강수량〓381cm



로 설명되었다. 이 현상은 그를 기리기 위해 코코리리올올리리 효효과과

(Coriolis effect)라고 명명되었다(그림 3-22a). 코리올리 효과

는 정확한 표현으로 특히 그 정도를 수학적으로 계산할 때

‘코리올리 힘’이라고 나타낸다. 이 책에서는 이 현상을 언급

할 때 더 일반적인 용어인 코리올리 효과를 사용할 것이다.

코리올리 효과에 의해서 생기는 전향의 특성은 북극에서

보스턴으로 발사된 로켓의 이미지를 떠올려 봄으로써 설명

할 수 있다. 지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하기 때문에 로

켓이 대기 중에 있는 몇 분 동안 목표 지점은 수 km 동쪽으

로 이동할 것이다. 탄도 공식에 코리올리 효과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로켓은 보스턴으로부터 수 km 서쪽에 떨어질

것이다(그림 3-22b). 로켓 발사 지점에서 남쪽을 바라보는

사람은 비행 궤도가 오른쪽으로 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오른쪽으로의 전향(북반구에서)은 로켓이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는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만약 로켓이 보스턴과 같

은 위도상에 위치한 북부 캘리포니아에서 보스턴으로 발사

된다 하더라도 오른쪽으로 약간의 전향이 생길 것이다(발사

지점에서 동쪽을 보았을 때). 로켓이 움직이는 동안, 캘리포

니아의 발사 지점과 보스턴의 목표 지점은 둘 다 동쪽으로

자전한다.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항로를 변경하지 않고 그

대로 날아간다면 도착 지점은 보스턴의 남서쪽이 될 것이다

(그림 3-22c).

코리올리의 원리는 움직이는 공, 총알, 비행기, 자동차, 심

지어 걷고 있는 사람과 같이 모든 물체에 적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짧은 거리의 이동에서는 이 효과가 다른 요소(마찰

력, 공기저항, 초기 추진력과 같은)에 의해 상쇄되고 아주 미

미하게 작용한다. 반면에 긴 거리를 이동할 때는 코리올리

효과의 향이 커진다. 포탄, 로켓, 우주선의 발사와 같은 발

사체가 정확한 목표 지점에 도달하려면 코리올리 효과를 정

하게 고려해야 한다.

다음의 네 가지 사항을 기억해야 한다.

1. 운동의 시작 방향과는 관계없이 모든 자유 운동을 하는

물체는 북반구에서는 오른쪽으로, 남반구에서는 왼쪽으

로 전향한다.

2. 이‘전향력’은 극에서 가장 크고 적도 부근에 가까워질

수록 계속해서 감소하여 적도에서는 0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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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22  (a) 코리올리 효과 때문에 전향력이 북반구에서는 오른쪽으로, 남반구에서는 왼쪽으로 작
용한다. 점선은 계획된 경로이고, 실선은 실제 이동경로이다. (b) 비행 경로를 설정할 때 코리올리 효과를
계산에 넣지 않으면, 북극에서 보스턴을 향해 발사된 로켓은 목표 지점의 서쪽에 착륙하게 된다. (c) 같은
위도인캘리포니아에서보스턴으로발사된로켓도코리올리효과의전향때문에오른쪽으로곡선을그리며
날아간다.

북극

남극

보스턴

최대전향력

최대전향력

전향력없음

적도

보스턴

캘리포니아

북극

북극



3. 코리올리 효과는 물체의 속도에 비례하기 때문에 물체

의 움직임이 빠를수록 효과가 더 커진다.

4. 코리올리 효과는 오직 물체의 운동 방향에만 향을 미

치고 속도에는 향을 미치지 않는다.

기후 연구에서 코리올리 효과는 바람과 해류에 대한 향

이 가장 크다. 모든 바람과 해류는 코리올리 효과의 향을

받는다. 제4장에서 제시하겠지만 북반구에서 해류는 오른쪽

으로, 남반구에서 해류는 왼쪽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코리올리 효과는 한류의 방향이 대륙의 해안에서 현저하게

바뀌는 아열대에서 발생하는 찬물의 용승(upwelling)과 관련

이 있다. 해안으로부터 멀어지는 해수면의 바닷물을 대신해

서 바다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차가운 물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된다.

욕조나 싱크대에서 물이 빠지는 것과 같은 순환 형태는 코

리올리 효과의 향을 받지 않는다. 북반구에서는 싱크대에

서 물이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빠지고, 남반구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빠진다는 속설이 있다. 그러나 물이 빠지는 시간이

매우 짧고 느리기 때문에 코리올리 효과로는 이 현상을 설명

할 수 없다. 이 현상은 세면대의 형태와 우연성으로 더 잘 설

명될 수 있다. 물론 독자들은 직접 물을 채웠다가 빼는 실험

을 통해 이 가설을 검정해 볼 수 있다. 지리학자 Tom

Mcknight은 1992∼1993년에 5개월 동안 오스트레일리아에

머무르면서 이 실험을 100회 실시하 다. 34번은 시계 방향

으로, 39번은 반시계 방향으로, 27번은 회전하지 않고 그대

로 물이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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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을 학습했다면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자. 이 장의 학습내용에 대한 주요용어는 진한 씨로 표시되어 있다. 이

용어의 정의는 이 책 뒷부분에 제공된 별도의 용어해설에 나와 있다. 

대기의 규모

11.“대기 두께는 얼마인가?”라는 질문은 왜 대답하기 어려

운가?

대기의 구성

12.‘주요 기체’와‘미량 기체’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13. 대기에서 가장 중요한 주요 기체들에 대해 설명하라.

14. 수수증증기기, 이이산산화화탄탄소소, 오오존존, 부부유유 미미립립자자(에에어어로로졸졸)가 대기

과정에서 하는 역할을 간단하게 설명하라.

15. 대기에서 수증기의 수직적 분포와 지표면 근처에서 수평

적(지리적) 분포를 설명하라.

대기의 수직 구조

16. 대대류류권권과 성성층층권권의 크기와 일반적인 기온 특성을 설명

하라.

17. 고도가 증가하면서 대기압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설명

하라.

18. 오오존존층층이 무엇이고, 어디에 위치하는가?

19. 자연지리에서 대기권의 성층권이나 중간권, 열권보다

대류권에 관심을 집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인위적 대기 변화

10. 오존은 어떻게 생성되고, 대기에서 중요한 이유는 무엇

인가?

11. 오존홀의 뜻이 무엇이고, 여기에 염염화화불불화화탄탄소소(CFCs)가

어떤 향을 미쳤는가?

12. 대기의 11차차 오오염염 물물질질과 22차차 오오염염 물물질질을 비교 설명하라.

13. 광광화화학학 스스모모그그의 원인을 설명하라.

기상과 기후

14. 기기상상과 기기후후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15. 기기상상과 기기후후의 네 가지 요소는 무엇인가?

16. 일곱 가지 주요 기기상상과 기기후후 요요인인을 간단하게 설명하라.

17. 코코리리올올리리 효효과과와 그 원인에 대해 설명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