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
리은하 주위를 공전하는 태양계 천체 중 생명체가 생존하는 유일한 행성이 바로 지구이다. 이

렇게 지구에만 생명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우주에서 지구를 찍은 위성사진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 있다. 이 지구 사진을 블루마블(Blue Marble)이라고 부르며, 사진 속에서 짙은 파란색의 해

양과 소용돌이 형태의 구름,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얇은 남보라색 대기의 층을 볼 수 있다. 지구의 표

면을 이불처럼 감싸고 있는 지구대기의 존재, 그리고 대기와 해양의 끊임없는 움직임은 우리가 살

고 있는 지구에 생동감을 더해준다.  대기(atmosphere)는 천체를 둘러싸고 있는 기체를 의미하는데, 

‘atmosphere’를 고대 그리스어 어원으로 살펴보면 atmos는 vapour(기체)이고 sphere는 ball(구)에 해당

한다. 지구 중력에 붙잡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기체를 흔히  공기(air)로 표현하지만 여기서는 지구

의 대기로 부르기로 한다. 이 장에서는 먼저 지구를 포함하는 태양계 행성들을 알아보고 태양계 행

성의 분류와 물리량을 설명한다. 지구대기의 차별적인 특성을 잘 이해하기 위해 태양계 행성의 탄생 

이후 존재하게 된 원시대기의 생성과 진화과정을 알아본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대

기의 기원과 진화과정을 소개하고, 현재 지구대기의 조성 및 구조에 대해 살펴본다. 

1.1 태양계 행성

우리은하의 나선팔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태양계는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8개의 행성, 여러 왜

소행성, 이들 행성을 돌고 있는 위성, 수천 개의 소행성, 수많은 혜성과 유성체로 이루어져 있다. 그

림 1.1은 태양과의 거리에 따라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의 순서로 위치하

는 8개의 행성을 보여주며, 세레스, 명왕성, 에리스라는 왜소행성(dwarf planet)과 오르트 구름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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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였다. 태양계 전체 질량 중 약 99.85%를 태양이 차지하고 있으며, 행성들은 단지 약 0.135%밖에 

되지 않는다. 그 외 질량은 위성, 소행성, 혜성 등이 채우고 있다. 이 중 행성은 각각 특유의 대기를 

가지고 있으며, 몇몇 위성에도 대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태양계는 약 46억 년 전에 시작되었다고 추정되며, 태양계의 기원에 대해 지금까지 많은 설이 주

장되었다. 이것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태양의 탄생과 진화과정에서 형성된 것이

란 주장으로 성운설과 전자설, 난류설 등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는 태양과 다른 천체가 우연히 만나

거나, 혹은 충돌과 같은 우연적인 사건으로 생겼다는 설로 소행성설, 조석설, 쌍성설 등이 있다. 이

와 같은 태양계 형성에 관한 여러 가지 이론 중  대표적인 것이 성운설이다. 

성운설(nebula hypothesis)에 의하면 우리은하의 나선팔에서 먼지와 가스로 이루어진 구름이 중력

붕괴를 일으키고, 이 구름들은 수축을 계속한다. 수축이 진행되면서 회전속도가 빨라져 구름들은 원

반 형태를 갖추게 된다. 수축이 어느 상태에 도달하면 중심부의 온도와 밀도가 높아져서 핵융합 반

응을 일으키게 된다. 그 수축된 질량의 대부분이 모여 태양을 형성하고, 남은 것은 편평한 원시 태양

계 원반을 형성하여 여기서 행성, 위성, 소행성과 그 밖의 태양계 소천체 등이 생겼다는 것이다. 

태양계는 초기의 모습에서 점점 진화해 왔다. 가스나 우주먼지가 행성의 중력에 붙잡혀 위성이 탄

생했으며, 천체끼리의 충돌도 계속되어 태양계 진화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앞으로 태양은 적색거성

의 단계를 거쳐 바깥층은 떨어져 나가 행성상 성운이 되고, 중심부는 수축하여 백색왜성이 될 것으

로 예상된다. 백색왜성이 된 태양은 행성들을 잡아 둘 수 있는 힘을 잃게 되어 태양계에는 태양 홀로 

외로이 남아 있게 될 것이다.

성운설은 그림 1.1과 같이 행성들의 공전 궤도가 원 모양에 가깝고 거의 같은 공전면 위에 놓여 있

으며 공전 방향이 태양의 자전 방향과 같다는 사실 등 태양계의 다양한 특징을 설명해준다. 태양의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은 지구 궤도면과 거의 평행하며,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하는 순행을 하고 있

다. 태양계 내의 거리의 기본 단위는 태양과 지구 사이의 평균거리(R0＝1.495987×108 km)로서, 이

것을 1천문단위(astronomical unit, A.U.)라고 한다. 이것은 거리의 주요한 척도가 되며, 이를 이용하

여 행성의 궤도와 운동을 나타낸다. 행성의 공전 궤도는 원에 가까운 타원이다. 행성들의 운동에 대

한 이해는 오랜 기간 ‘역법’을 사용한 동양이 앞서 있었으나, 현대에는 1609년 발표된 케플러의 법칙

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림 1.1 각 행성으로부터 태양까지의 거리를 실제 규모의 비로 나타낸 태양계 행성들과 왜소행성. 가로축은 AU 단위를 사

용한 태양으로부터 평균거리이며, 지수적으로 증가한다. 행성들의 크기는 행성과 세레스의 비율에 로그를 취한 log10(행성 

평균반지름/세레스 평균반지름)으로 계산하여 실제 평균 크기를 표현한 것이며, 그림에는 배경별도 표시하였다.

태양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소행성대 카이퍼 벨트 오르트 구름

세레스

1 10 100 1,000 100,000

명왕성 에리스

천문단위(AU)



제 1 장  지구의 대기  |  3

1.1.1  행성의 분류와 물리량

태양계 행성은 위치에 따라 내행성과 외행성으로 분류된다(그림 1.2). 내행성(inferior planet)으로는 

태양계에서 지구보다 안쪽 궤도를 도는 수성, 금성이 해당하며, 외행성(superior planet)으로는 지구보

다 바깥쪽 궤도를 도는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이 해당한다. 태양계 행성의 또 다른 분류로 

구성하는 성분에 따라 목성형 행성과 지구형 행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비휘발성 핵 주위를 액체 혹

은 기체수소나 헬륨이 둘러싼 구조의 행성을 목성형 행성(Jovian planets)이라고 부르며, 태양계에서

는 목성과 토성이 분류된다. 천왕성과 해왕성도 과거에는 유사한 구성으로 여겨졌으나 행성탐사가 

이루어지면서 가스와 중심부와의 비율이 자세히 알려진 결과 목성 및 토성과는 구성이 크게 다르다

는 것이 판명되었다. 이 때문에 거대 가스행성인 목성형 행성은 크게 둘로 목성과 토성, 천왕성과 해

왕성으로 나눌 수 있다. 천왕성과 해왕성의 바깥 대기에는 소량의 메탄이 섞여 있어 우주에서 볼 때 

푸른색을 띠며(표 1.3 참조), 수소나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가 많아 천왕성형 행성(거대 얼음행성)으

로 따로 분류하는 경우가 있다. 태양계 행성에 대한 물리량은 표 1.1에 정리하였다.

지구형 행성(terrestrial planets)은 주로 암석이나 금속 등 비휘발성물질로 구성된 행성을 말한다. 지

구형 행성은 그림 1.3에 보인 것처럼 지각, 맨틀, 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태양계에서는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은 목성형 행성에 비해 질량은 작으나 밀도는 높다. 목성형 행성

은 주성분이 기체로 되어 있어 지구형 행성에 비해 밀도는 낮고 크기는 거대하다. 지구형 행성처럼 

딱딱한 지표가 없으며 중심부로 들어가면 행성을 구성하는 수소가스가 압력에 의해 액상화되고, 더 

깊이 들어갈수록 수소는 액체 금속 상태가 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금속 수소층보다 더 아래에는 

지구 10배 정도의 질량을 가진 암석과 금속, 얼음물질 등으로 된 중심핵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된다.

1.1.2  유효온도와 표면온도

태양계 모든 행성은 태양으로부터 전자기파의 형태로 방출(방사)되는 복사에너지를 받아 이를 주 에

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행성의 에너지(열) 출입을 평균적으로 고려하면, 태양과 행성 간의 평균 

태양

(a) (b)

지구

목성

천문단위(AU) 천문단위(AU)

0 0.39 1.01 1.5 5.2 30.1

북쪽에서 

바라본 운동
금성

수성

화성
태양

해왕성

천왕성

토성

목성
북쪽에서 

바라본 운동

화성

0 1.5  6.2    9.5            192

그림 1.2 (a) 내행성의 운행 궤도, (b) 외행성의 운행 궤도 (출처：한국천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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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행성들의 물리량

지구형 행성 목성형 행성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질량

(1024 kg)
0.330 4.87 5.97 0.642 1,898 568 86.8 102

적도 

반지름(km)
2,440 6,052 6,378 3,396 71,492 60,268 25,559 24,764

평균반지름

rp(km)
2,439 6,052 6,371 3,389 69,911 58,232 25,362 24,622

밀도

(kg m-3)
5,427 5,243 5,514 3,933 1,326 687 1,271 1,638

적도 중력

(m s-2)
3.7 8.9 9.8 3.7 23.1 9.0 8.7 11.0

이탈속도

ne(km s-1)
4.3 10.4 11.2 5.0 59.5 35.5 21.3 23.5

태양까지의 

평균거리

Rp(AU)

0.39 0.72 1.00 1.52 5.20 9.54 19.19 30.07

공전 주기

(항성일)
88.0 224.7 365.2 687.0 4,331 10,747 30,589 59,800

자전 주기*

(항성시)
1,407.6 -5,832.5 23.9 24.6 9.9 10.7 -17.2 16.1

알베도** 0.068 0.77 0.306 0.250 0.343 0.342 0.300 0.290

출처：NASA

*  자전 방향은 공전 방향과 같은 순행 자전의 경우는 양수로, 역행 자전의 경우는 음수로 나타냈다.

**  여기서 알베도는 태양으로부터 행성에 들어오는 총복사량 대비 행성이 반사한 총복사량의 비율인 본드(Bond) 알베도 값이다.

그림 1.3 지구형 행성 (출처：한국천문연구원)

수성

고체 상태의 내핵

액체 상태의 내핵

달 화성

핵

금성 지구

지각

맨틀

핵



제 1 장  지구의 대기  |  5

거리를 Rp라 하고 행성의 반경을 rp라 할 때, 행성에 입사되는 일사량은 거리의 제곱(Rp
2)에 반비례하

고 행성의 단면적(πrp
2)에 비례한다. 지구와 태양 사이의 평균거리를 Ro라 할 때, 단위시간 동안 태양

복사의 입사 방향에 수직한 단위면적에 도달하는 평균 태양복사에너지 플럭스(flux)를 태양상수(solar 

constant)라 한다. 태양상수는 태양에서 방사하는 가시광선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분광 복사 조도(조

사강도)의 총합이다. 지구의 태양상수를 So라 하면, 태양의 평균반경(rs)은 6.96×105 km이고 표면온

도가 약 6,000K이므로, So의 대략적인 값은 1,370 W m－2이다. 

단위면적당 행성이 받는 일사는 태양으로부터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므로 임의 거리 RP에 있는 

행성의 단위면적이 받는 태양복사에너지(Sp)는 다음과 같다.

 Sp＝Soe
Ro

Rp
o
2

 (1.1)

그러므로 행성의 단면적(πrp
2)이 받는 태양복사에너지는 πrp

2Soe
Ro

Rp
o
2

이 된다.

일사에 대한 행성의 평균 반사율을 알베도(albedo)라 한다. 알베도를 A라 하면 행성이 받는 일사량

(Fp
↓)은 다음과 같다.

 Fp
↓＝(1－A)πrp

2Soe
Ro

Rp
o
2

 (1.2)

스테판－볼츠만 법칙(Stefan－Boltzmann law)에 의하면 흑체가 방출하는 복사에너지는 흑체의 표면온

도(T)의 4제곱에 비례한다. 행성은 흑체와 유사하므로 행성이 방출하는 총복사에너지는 다음과 같다.

 Fp
↑＝4πrp

2σT4 (1.3)

여기서 σ는 스테판－볼츠만 상수(σ＝5.67×10－8 W m－2 K－4)다. 태양의 온도보다 현저하게 낮은 온

도를 갖는 태양계 행성들은 주로 적외선 영역에서 에너지를 방출(Fp
↑)한다. 

일반적으로 행성이 받는 복사에너지와 행성이 방출하는 복사에너지는 평형을 이루므로 Fp
↓＝Fp

↑

가 된다. 이의 관계로부터 다음 식이 유도된다.

 Te＝
4 (1－A)So

4σ
 

Ro

Rp
 (1.4)

이와 같이 행성을 흑체로 가정하여 결정되는 행성의 표면온도를 행성의 유효온도(effective temperature, 

Te)라 한다. 이는 유입되는 복사에너지와 유출되는 복사에너지가 균형을 이루어 결정되므로 복사평

형온도(radiative equilibrium temperature)라고도 한다(제2장 참조). 행성이 지구보다 가까이 있으면

(Rp＜R0) 행성의 유효온도는 지구의 유효온도보다 높고, 멀리 있으면(Rp＞R0) 그 반대임을 알 수 있

다. 유효온도는 행성과 태양과의 거리, 알베도(A)에 의해 결정되며, 행성에 존재하는 대기를 고려하

지 않고 있다. 즉, 유효온도는 행성에 존재하는 대기의 구성성분, 밀도 등과 연관된 물리과정을 고려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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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제로 대기를 통과하는 태양복사는 대기의 구성성분에 흡수 및 산란, 반사라는 물리과정

을 거쳐 감쇄된 후 지면에 도달하고, 지면과 대기에 흡수된 복사는 재방출하여 서로 상호 간에 평형

을 이루는 과정이 추가로 존재하므로, 대기가 존재하는 행성의 표면온도는 유효온도처럼 단순하게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즉, 행성의 실질적인 표면온도는 행성이 완전한 흑체가 아니라는 점(지구의 

평균 방출률은 0.96)과 대기에 의한 복사 효과를 함께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달리 말하면 실제 표

면온도는 행성의 유효온도에 대기의 온실효과 등이 더해져서 결정된 온도이다.

태양계 각 행성에 대한 유효온도와 표면온도, 태양상수의 값은 태양 표면의 평균온도를 5,780K로 

고정하여 계산하였고, 이를 표 1.2에 정리하였다. 지구형 행성의 표면온도는 실제 관측된 표면온도

와 거의 유사하며, 목성형 행성에서의 표면온도는 복사온도로 기압 1 bar에 대하여 관측한 결과이다.

1.1.3  이탈속도

행성 대기의 상층부는 기체의 밀도가 낮으므로 분자와 원자가 다른 분자나 원자와 충돌할 확률이 매

우 낮다. 따라서 평균 자유행로가 길며, 커다란 운동에너지를 가지므로 기체의 속력이 빨라 행성의 

중력을 벗어나 외계로 이탈할 수가 있다. 행성의 중력에 속박되어 있지만, 자유롭게 움직이는 물체가 

행성 중력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탈출하는 데 필요한 최소 속도를 이탈속도(escape velocity)라 한다. 

물체의 이탈속도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행성의 중력밖에 없다는 단순한 가정하에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즉, 간단한 방법으로 물체가 갖는 운동에너지와 물체에 작용하는 중

력위치에너지의 합은 초기 상태와 이탈된 이후의 마지막 상태가 같아야 하는 에너지 보존을 이용한

다. 둥근 형태를 가진 행성의 질량을 mp, 반경을 rp라 하면, 행성 표면으로부터 고도 h에 있는 단위질

량 물체의 이탈속도 ve는 아래 식으로 구할 수 있다.

 ve＝
2Gmp

rp＋h
 (1.5)

여기서 G는 만유인력상수(G＝6.668×10－11 kg－1m3s－2)이다.

각 행성에 대해 계산된 이탈속도는 표 1.1에 포함되어 있다. 비교적 질량과 반경이 작은 지구형 행

성에서는 물체의 이탈속도가 작으나, 질량과 반경이 큰 목성형 행성에서의 이탈속도는 매우 큼을 알 

표 1.2 행성들의 유효온도, 표면온도, 태양상수

지구형 행성 목성형 행성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유효온도 Te(K) 438.6 227.5 254.5 210.4 110.1 81.3 58.2 46.7

표면온도 T(K) 440 737 288 210 165* 134* 76* 72*

태양상수 S0(W m-2) 9,007.0 2,643.0 1,370.0 593.0 51.0 15.1 3.7 1.5

* 목성형 행성의 경우 1 bar를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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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행성 대기 중 실제 기체분자의 평균속력을 구하여 위 식의 이탈속도와 비교해보자. 이상기체에 적

용되는 기체분자 운동론에 의하면, 평균 분자량 M을 갖는 N개의 기체분자의 운동에너지는 기체의 

운동학적 온도(kinematic temperature) Tk와 분자의 질량에 의해서 결정된다. 분자의 총질량인 m은 다

음과 같다. 

 m＝
NM
NA

＝nM (1.6)

여기서 NA는 아보가드로 수이고, n은 몰수(molecular weight)이다. 부피(V)를 가진 육면체 내부의 기

체 압력(P)은 단위면적의 표면에 기체가 작용하는 힘에 해당하고, 세 방향으로 같은 속력으로 운동

에너지가 작용하고 있다는 가정이 필요하다. 또한 기체분자는 이상기체의 법칙(PV＝nR*T)을 만족하

고 있다고 가정한다. 맥스웰－볼츠만 속력분포(Maxwell－Boltzmann velocity distribution)를 가지는 분

자 한 개의 평균속력인 vrms(root－mean－square speed)는 다음 식으로 구할 수 있다.

 vrms＝
3kBTk

m
 ＝ 

3R*Tk

M
 (1.7)

여기서 kB는 볼츠만 상수(kB＝1.3806488×10－23 J K－1)로 입자 하나가 가지는 에너지를 온도와 연관

시키는 물리 상수이다. kB는 보편기체상수(R*)와 R*＝NAkB의 관계를 만족한다. 

지표로부터 500 km 이상 떨어진 대기권은 약 1,500K 이상의 온도이며, 이러한 외기권에 존재하

는 분자의 평균속력을 계산할 수 있다. 외기권 수소(H2)의 평균속력이 약 4.3 km s－1, 산소(O2)가 약 

1.5 km s－1이다. 외기권에서 지구에 속박된 분자의 이탈속도를 계산하면 대략 11 km s－1이다. 따라

서 수소의 경우는 외부로부터 강한 에너지를 받으면 쉽게 지구를 이탈할 수 있으나, 질량이 수소보

다 16배 큰 산소는 그렇지 못하다. 또한 가벼운 기체가 외기권에 보다 쉽게 도달할 수 있다는 점을 고

려하여야 하며, 다른 관점으로 수소분자 속력의 확률분포를 통해 이를 이해할 수 있다. 분자속력의 

확률분포 특성상, 비록 수소분자의 평균속력이 이탈속도보다 작다고 하더라도 분자 중 일부는 이탈

속도보다 크므로 오랜 시간이 지나면 대기에서 대부분 이탈할 것이다. 지구형 행성의 경우 대부분의 

수소는 행성에서 이탈하여 거의 존재하지 않으나, 목성형 행성에는 수소 등 가벼운 기체가 많이 남

아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1.2 행성 대기의 진화

태양계를 만든 물질은 태양계 성운(nebula)으로 불리게 된 먼지와 기체구름이라고 알려져 있다. 수

소(H2)와 헬륨(He)을 주성분으로 하는 성운의 기체구름은 휘발성 기체분자들(H2O, CO, CO2, 

CH3OH, CH4, NH3, N2, H2S)도 포함한다. 이들 분자가 현재 행성 대기에 존재하는 분자들의 근원

이 되었을 것이다. 이 절에서는 태양계 행성에 존재하는 대기의 기원과 진화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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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형 행성이 형성되던 46억 년 전 기체구름(휘발성 원시기체 포함)과 먼지로 이루어진 거대한 

원반인 태양계 성운이 행성을 만들며 남은 기체가 행성 초기의 원시대기이다. 이러한 초기의 원시대

기(제1차 원시대기)는 어린 태양이 내뿜는 강력한 태양풍(solar wind)에 쓸려 사라지게 되었다. 한편 

태양계 성운 내에 존재하던 바위같이 단단한 고체들과 얼음, 성운기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 커다

란 덩어리로 뭉치며 4개의 지구형 행성이 생성되었다. 지구형 행성은 미행성이라는 상대적으로 작

은 덩어리들을 쓸어 합치는 부착 과정으로 성장하였다. 지구형 행성의 원시대기는 중력에 의하여 급

격하게 수축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축열에 의하여 밀도 성층화가 이루어지며, 이때 화산폭발과 유

사한 내부 기체의 폭발적인 분출인 아웃개싱(outgassing)에 의하여 생성되었다. 내부에 존재하던 밀

도가 낮은 기체의 폭발적인 분출과 저온에서도 쉽게 휘발하는 분출된 휘발성 분자들이 변환하는 과

정으로 원시대기가 생성되었다고 생각되며 증기 상태였을 것이다. 이러한 대기 생성과정 말고도 태

양계 소행성대에 위치한 미행성으로부터 동일한 양의 휘발성 분자와 물, 탄소, 질소를 받았을 것으

로 짐작한다. 소행성 충돌로 화구가 생성되는 과정과 함께 초기 태양에서부터 나오는 고에너지 자외

선 플럭스(flux)가 초기의 원시대기에 존재하던 많은 양의 가벼운 기체들을 우주로 이탈시켰을 것이

다. 대기가 일단 형성된 이후에는 태양의 에너지 강도가 변화함에 따라, 대기의 산화력과 조성 기체

의 성분, 총질량에서도 변화가 진행되었다. 

목성형 행성의 대기는 지구형 행성과 거의 같은 시점에서 시작되었을 것이지만, 시간에 따라 진화

하는 방법은 달랐을 것이다. 그러나 목성형 행성 대기가 진화하는 도중의 변화과정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목성과 토성은 주변의 고체 상태의 얼음과 성운기체가 합쳐지면서 성장하였고, 외

부의 천왕성과 해왕성은 성장이 너무 느려 성운기체를 포집하지 못하고 매우 낮은 온도에서 얼음 상

태로 존재하였다. 이러한 고체 표면을 가진 행성들은 강력한 중력장을 가지고 있지 못하며, 대기 생

성 화학과정이 대부분 유사하기 때문에 목성형 행성의 대기는 모두 비슷하게 닮아 있다.

행성 대기가 생성된 후 행성 대기의 온도와 표면 중력에 의한 기체들의 우주로의 탈출(탈주)과정

이 대기의 진화에 주된 역할을 하였다. 이때 태양으로부터의 거리가 행성 대기 중 기체성분을 결정

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미행성의 충돌 중에 생성되는 순간적인 열과 압력이 휘발성 물질을 배

출하도록 하였고, 대기 중 휘발성 물질들은 암석 표면의 광물들과 화학반응으로 기체의 화학성분을 

결정하였다. 배출된 기체들의 일부는 초기 충돌과 태양 자외선 플럭스에 의해 우주로 빠져나갔다. 

1.2.1  행성의 생성과 제1차 원시대기

46억 년 전 은하계의 한 모퉁이에 존재하던 성운(질량비를 고려할 때 수소 76%, 헬륨 22%, 나머지 

2%는 보다 무거운 원소로 구성)은 초신성 폭발로 인해 발생한 충격파로 압축되기 시작하였다. 어느 

정도 수축한 성운이 충분한 밀도에 도달하면 자신의 중력에 의하여 급속히 끌리게 되며, 주변의 다

른 물질들까지 끌어들이며 더 빠르게 수축한다. 성운은 자신의 중력 때문에 더욱 급속히 수축하며, 

그 중심에 원시태양이 탄생하였다. 원시태양은 현재보다 1,000배 정도의 밝기였지만 낮은 온도로 인

해 자체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중력에너지에 의해 점차적으로 온도가 증가하

여 원시태양 탄생 이후 1000만 년〜1억 년 사이에 열핵 반응인 핵융합이 일어났다. 이 기간을 일컬어 



제 1 장  지구의 대기  |  9

T 타우리 단계(T Tauri phase)라 한다. 그 후 안정된 상태의 주계열성이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T 

타우리 단계는 항성의 진화에서 중요한 시기로, 그 당시 태양으로부터 불어오는 태양풍은 현재의 10

만 배 정도의 세기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태양 주위에 남았던 성운과 고체입자도 충돌을 반복하여 미행성으로 성장한다. 미행성의 크기는 

평균 104 m, 질량은 1015 kg이며, 이 미행성은 아직 밀도가 큰 성간운 때문에 속력이 느렸으며, 충돌

해도 파괴되지 않고 성장하는 것이 가능하여 원시태양 탄생 이후 1,000만 년이 지나고 나서 원시행

성이 탄생하게 되었다. 핵융합에 의하여 고온 상태인 원시행성 내부로부터 수소와 헬륨을 주성분으

로 하는 다양한 휘발성 물질이 빠져나와 행성을 두텁게 휘감고 있는 대기를 형성하였다. 이 시기에

도 온도는 계속적인 미행성의 충돌 에너지 때문에 유효복사온도보다 훨씬 높았다. 이러한 원시대기

를 제1차 원시대기라 한다.

제1차 원시대기(first primitive atmosphere)의 주성분은 수소와 헬륨이며, 또한 기온이 높아 수소와 

헬륨의 평균속력인 vrms가 상당히 큰 값이었다. 따라서 지구형 행성의 경우 이탈속도가 작으므로, 수

소와 헬륨이 우주공간으로 빠져나가기 쉬운 조건이었다. 또한 T 타우리 단계에서는 현재의 10만 배

나 강한 태양풍이 태양에 가까운 행성의 대기를 구성하는 입자에게 큰 운동에너지를 전달해주어 입

자의 평균속력이 매우 커지게 되었다. 태양과 가까운 행성, 즉 이탈속도가 작은 지구형 행성은 이러

한 태양풍 휩쓸림 과정으로 상당히 짧은 기간에 제1차 원시대기를 잃게 되었다. 이것을 설명하는 이

론은 대격변 탈가스설(catastrophic degas hypothesis)이다. 이와 반대로 태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목

성형 행성은 이탈속도가 커서 현재까지 제1차 원시대기가 남아 있다고 생각된다.

지구 외부 대기권에서의 분자의 이탈속도가 약 11 km s－1임을 감안할 때 2,000K의 온도에서는 분

자량이 10보다 큰 기체만이 이탈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소가 태양계에 가장 풍부하게 존

재하기 때문에 다른 휘발성 물질들에도 수소원자가 풍부하게 존재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네온

과 같은 비활성기체(noble gas) 외에 휘발성 기체분자들(H2O, CO, CO2, CH3OH, CH4, NH3, N2, 

H2S)은 분자량이 10보다 커서 지구의 제1차 원시대기에 남아 있었을 것이다. 이 때문에 더 무겁고 

더 차가운 목성형 행성(목성과 토성, 천왕성, 해왕성)의 대기에는 수소와 헬륨과 같이 상대적으로 가

벼운 기체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1.2.2  제2차 원시대기의 생성과 진화

제1차 원시대기가 없어진 지구형 행성에는 제2차 원시대기(second primitive atmosphere)가 생성되었

다. 원시행성은 지속적인 미행성의 충돌과 수축열에 의한 고온 상태가 지속되었으며 아웃개싱이 활

발하였다. 이 시기에는 지표면이 마그마로 덮여 있었을 가능성이 크며 고온의 행성 내부로부터 다양

한 기체들이 폭발적으로 방출되었을 것이다. 휘발성 물질을 포함한 암석이 땅속 깊은 곳으로 이동한 

후 고온 상태로 그 물질이 움직이게 되어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 오늘날의 화산 분출과는 매우 다른 

상황이지만, 지구 초기 역사에서는 아웃개싱이라는 화산 분출과 유사한 방식으로 휘발성 기체가 행

성 표면으로 지속적으로 뿜어져 나왔을 것이다.

화산에서 대량으로 분출되는 기체 중에서 온실기체인 H2O(수증기)와 CO2(이산화탄소)에 주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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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특히 H2O는 가장 넓은 적외복사 파장 범위에 대해 적외선을 흡수·방출하기 때문에 강한 온실

효과를 나타낸다. 시간이 흘러 미행성의 충돌 빈도가 적어지며, 행성 표면온도가 유효온도(복사평형

온도)와 비슷할 정도로 온도가 내려갔을 무렵, 제1차 원시대기가 제2차 원시대기로 교체되었다. 금

성, 지구, 화성 등은 서로 가깝고 그 크기도 비슷하지만, 이때부터 대기의 진화 경로에 큰 차이가 나

타났다. 

제2차 원시대기의 생성과 진화를 최대한 간단히 이해하기 위하여 분출된 기체 중 수증기와 그 효

과만을 고려해보자. 수증기가 행성 내부로부터 방출되면 온실효과로 인하여 행성 표면의 기온이 상

승한다. 포화수증기압은 기온이 증가함에 따라 대략 지수 함수적으로 높아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제2차 원시대기가 생성되기 시작했을 무렵의 행성의 표면온도는 유효온도가 중요하여 태양에 가까

운 행성일수록 고온이었을 것이다. 같은 양의 수증기가 행성 대기에 존재하여 온실효과가 일어난 경

우에도 태양에 가까운 행성이 고온이기 때문에 포화수증기압은 높아지게 된다. 행성 내부로부터의 

수증기의 계속적인 방출은 온실효과를 강화시킨다. 그러나 제2차 원시대기가 형성되기 시작했을 때 

초기의 온도가 낮아 수증기압이 포화수증기압에 이르면, 그 이상 수증기가 내부로부터 방출되어도 

수증기의 응결이 일어나 물방울이나 얼음으로 변하기 때문에, 수증기는 증가하지 않게 되고 대기압

도 증가하지 않는다. 제2차 원시대기의 성장은 여기에서 멈춘다. 이것이 화성의 경우이다. 

금성의 경우는 초기 온도가 높기 때문에 화성과 같은 양의 수증기의 방출과 온실효과라 해도 기

온이 매우 높게 된다. 그 결과 포화수증기압이 기온과 함께 급속히 증가하기 때문에 수증기가 계속 

증가하여도 응결이 일어날 수 없다. 온실효과를 주는 수증기가 우주로 탈출(탈주)해 버리는 것을 생

각할 수 있다. 기온이 높아지면 다른 물리과정이 작용하기 때문에 무한히 기온이 상승하는 것은 아

니지만, 금성은 온실효과에 의한 기온 상승에 따른 포화수증기압의 상승 때문에 수증기가 증가해도 

응결이 일어나지 않는 진화과정을 거쳤다고 여겨지며, 이것을 탈주 온실효과설(runaway greenhouse 

effect hypothesis)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지구형 행성의 제2차 원시대기의 진화설을 설명해주는 것이 그림 1.4이다. 이러한 제2

차 원시대기 진화론은 CO2에 대하여 적용시켜도 기본적인 점은 똑같이 적용된다. 지구대기의 아르

곤(Ar)과 제논(Xe)의 동위원소비와 화석 연구 등에 의하면, 제2차 원시대기의 생성과 진화는 지구 탄

생 후 5억 년 이내에 거의 생겼다고 하는 대격변 생성설이 유력하다.

이상과 같이 제2차 원시대기 진화설에 의하면 화성의 표면에는 H2O의 얼음이 있을 것이다. 그러

나 우주탐사선의 조사에 의하면 현존하는 CO2의 양에 비해 고체의 H2O의 양은 제2차 원시대기의 

진화론으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존재하는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화성 극지역에 존재하는 먼지

와 물 얼음의 극빙관(polar ice cap) 위를 덮고 있는 흰색 CO2 얼음(드라이아이스)층의 변화와 함께, 

화성의 표면에서 홍수의 흔적들이 관측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화성에서도 지질학적으로 긴 기간 

기후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금성에는 다량의 수증기가 있을 것이다. 수증기는 자외선에 의해 광해리되어, 가벼운 수소원자는 

제2차 원시대기가 없어진 원인과 정성적으로 유사한 효과에 의해 우주공간으로 달아나고, 산소는 지

표 암석의 산화에 사용되었을 것이다. 현재 금성은 고온이므로 CO2는 지표에서 탄산칼슘(CaCO3)과 



제 1 장  지구의 대기  |  11

다음과 같은 화학 평형 상태를 유지한다.

 CaCO3＝CaO＋CO2 (1.8)

지구의 제2차 원시대기는 대략적으로 화성과 금성의 중간 과정으로 변화하였다. 이 말이 현재의 대

기 상태가 그 중간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지구의 경우 태양과의 거리가 적당하여 그림 1.4

에서와 같이 수증기가 온실효과 측면에서도 탈주시킬 정도로 온도를 높이지 못한다. 얼음이 되기에

는 온도가 높아서 액체의 물과 평형 상태가 되어 온실효과의 진행이 정지하였다. 결국 제2차 원시대

기의 풍부한 수증기의 대부분은 바다를 형성하는 데 사용되었다. 그렇다면 CO2는 어디로 사라져 버

린 것일까? 이 점에 관해서 인류는 환경을 파괴하면서 무의식적으로 귀중한 자료를 남겼다.

1760년경의 산업혁명 이후 다량의 화석연료가 사용되었는데, 1870년부터 2015년까지의 그 양을 

추산하면 CO2 질량으로 약 20,000억 톤이나 된다. 이 기간에 대기 중의 평균 CO2 농도는 290 ppm

에서 400 ppm으로 증가하였다. 증가한 농도를 CO2 질량으로 계산하면, 약 8,555억 톤이 된다. 따

라서 산업혁명 후 145년간 사용된 양의 약 43%는 대기 중 CO2 농도를 증가시키는 데 사용되었으

며, 나머지 57%는 해양에 녹거나 육지에 축적된 것으로 사료된다. 제2차 원시대기의 경우에도 대기

로 방출되었던 CO2 대부분이 해양에 녹았으나 초기의 바다에는 제2차 원시대기의 미량 성분인 유황

과 염소의 화합물이 즉시 용해되어 산성의 바다로 되었다. 산성의 바다에서는 CO2가 녹지 않는다. 

많은 강수가 서서히 바다를 중화시켰으며. 강수는 육상으로부터 Ca2＋, Mg2＋, Na＋, K＋ 등의 이온을 

바다로 흘려 보내어 바다에 CO2가 서서히 녹을 수 있게 되었다. 

바다에 어느 정도의 CO2가 용해되는가의 문제는 현대 과학의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이지만, 현재  

해양의 천해에는 다량의 CO2가 녹아 있지 않다. CO2가 바다에 녹아 탄산수소 이온(HCO3
－)으로 되

기 시작한 후 몇 가지 화학과정을 거쳐 탄산칼슘(CaCO3)이 된다. 이것은 해수에 녹지 않지만, 30억 

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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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실선은 제2차 원시대기의 진화와 탈주 온실효과를 표현하며, 지구형 행성의 대기 중에 수증기가 축적되어 증가됨

에 따라 지표면 온도가 온실효과에 의하여 얼마나 상승하는지를 나타낸다. 세로축의 지표온도는 표 1.1의 온도와는 다르며, 

동일한 알베도를 가정하고 계산한 유효복사온도이다. 화성과 지구에서는 수증기압이 포화수증기압(점선)과 같아지면 온도 

상승이 중지되고, 수증기의 빙결이나 응결이 일어난다. 태양에 가까운 금성은 고온이기 때문에 수증기는 포화에 도달하지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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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전에 등장한 산호충의 무리가 껍질로 이용하였고 긴 지구의 역사 동안에 껍질이 퇴적되어 석회암

으로 되었다. 현재 지구상에 있는 석회암은 거의 대부분이 이와 같은 과정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된

다. 오늘날 탄소와 CO2의 순환은 그림 1.5와 같다. 탄산수소 이온이 석회암으로 되는 과정만 있다

면, 대략 3억 년 동안에 현재의 석회암이 전부 생겨난 것이 되지만, 반대 과정도 존재하므로 그 10배

의 시간이 걸려 현재의 석회암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CO2 순환 속도는 물의 순환에 비해 정확히 알

지 못하기 때문에 대략적인 시간규모로 생각하는 것이 좋다. 

1.3 행성 대기의 조성과 구조

태양계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이 가지고 있는 대기의 조성을 요약하면 표 1.3과 같다. 표 1.3은 

행성탐사 임무(바이킹, 파이어니어 비너스, 베네라, 보이저 1·2, 갈릴레오)로부터 직접 얻은 원격탐

그림 1.5 저장된 탄소량 및 탄소의 순환. 저장된 탄소의 양은 흰색 글자로 기가 톤의 탄소(GtC) 단위로 그 값을 나타내었다. 

노란색 글자로 표현된 탄소 흐름을 나타내는 탄소 플럭스는 Gt yr－1의 단위로 화살표로 흐름의 방향을 표시하고, 그 값을 제

시하였다(화살표의 크기는 탄소의 흐름에서 탄소의 양에 대략 비례함). 대기 중 CO2 증가는 빨간색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 

그림을 통해 인간 활동에 의한 화석 연료 사용, 시멘트 생산, 토지 이용의 변화는 자연 탄소 순환의 변화를 유도함을 알 수 있

다. 그림상의 수치는 미국 에너지부 과학국의 생물환경 연구부가 산출한 값이다. (출처：미국 국립대기과학연구센터(NCAR)를 

운영하는 북미지역 68개 대학의 컨소시엄인 UCAR 과학교육센터에서 제작한 DOE Carbon Cycle Diagram을 바탕으로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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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표 1.3에 정리되어 있는 모든 행성의 대기 조성을 자세히 서술

할 수 없어 다음 절에서는 금성, 화성과 목성형 행성으로 대별하여 대기의 수직 구조에 대한 설명과 

함께 기술한다. 

1.3.1  금성 대기의 조성과 구조

금성의 대기는 대부분 CO2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고도 100 km 이하의 대류권에는 CO2가 96.5%, 

N2가 3.5%, H2O는 약 0.01%, 그 밖에 CO, O2, O 성분 등이 있다. 금성 대기에는 오존(O3)이 없다.

금성 대기의 온도분포와 대기권의 구조는 그림 1.6과 같다. 지표면의 온도는 750K로 매우 고온이

며, 대류권계면(65 km)에서의 온도는 300K 그리고 중간권(70〜110 km)에서는 200K로 매우 낮다. 

고도 30〜70 km 사이에는 두꺼운 구름층과 연무가 있다.

금성의 기온이 높은 것은 CO2에 의한 온실효과 때문이다. 초기 금성에는 물이 많았다고 추정되

는데, 지면이 방출하는 열복사에너지는 풍부한 CO2에 의해 흡수되고 재방출되어 지면의 온도와 대

기의 온도를 다시 가열시키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지면의 물은 증발되어 대기 중의 수증기가 되었다. 

표 1.3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의 대기 조성성분(단위：ppm)

지구형 행성 목성형 행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수소(H2) 10 0.53 － 898,000 963,000 825,000 800,000

헬륨(He) 12 5.2 － 102,000 32,500 152,000 190,000

수증기(H2O) 60 0~40,000 300 5 5 － －

메탄(CH4) 0.6 1.7 － 3,000 4,500 23,000 15,000

암모니아(NH3) － ＜0.01 － 2,600 200 － －

네온(Ne) 7 18 2.5 － － － －

황화수소(H2S) 2 10－4 － ? － － －

이산화탄소(CO2) 965,000 350 953,200 － － － －

질소(N2) 35,000 780,840 27,000 － － － －

산소(O2) ＜0.3 209,460 1,300 － － － －

일산화탄소(CO) 30 0.04~0.2 700 0.002 － － 1.2

이산화황(SO2) 0.1 10－4 － － － － －

아르곤(Ar) 70 9,340 16,000 － － － －

아산화질소(N2O) － 0.3 － － － － －

출처：Wayne(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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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중에 머무는 수증기에 의해 다시 기온이 상승되는 온실효과가 계속 반복되는 과정에서 금성 지

면의 물은 모두 사라지게 되었다. 

1.3.2  화성 대기의 조성과 구조

화성의 대기는 주로 CO2(95%)와 N2(2.7%), O2(0.13%), H2O(0.03%)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존은 0.3 

ppm으로 극히 적다. 대기의 총량은 지구대기의 약 1/100로 매우 적으며, 표면의 대기압은 6.1 hPa 

정도로 매우 낮다.

화성 대기의 온도분포는 그림 1.6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표면 부근의 대기온도는 220K(－53̊ C)로 

지구대기의 권계면 부근의 온도와 비슷한 낮은 온도를 보이고 있다. 화성 대기의 대류권계면(180 km 

상공)에서의 온도는 120K로 매우 낮다. 대류권계면 상부 열권에서는 기온이 상승하여 300K에 이르

고 있다.

화성에서 고도에 따른 기온 감소율은 맑은 대기의 경우 〜4̊ C km－1 이내, 먼지바람으로 대기에 

먼지가 많을 때는 기온감률은 3̊ C km－1로 낮아진다. 공기덩어리의 단열감률은 4.5̊ C km－1로 맑은 

대기의 기온감률보다 크다. 따라서 화성의 대류권은 대체로 안정하다.

1.3.3  목성형 행성 대기의 조성과 구조

목성형 행성의 대기는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구형 행성의 대기에서는 볼 수 없는 H2(〜10%), 

He(〜10%), CH4(~0.1%), NH3(~0.02%) 등의 가벼운 휘발성 기체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구성

성분은 태양의 구성성분과 매우 비슷하다. 그러므로 이들 대기는 태양계의 생성 당시 존재했던 원시

대기의 성분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목성형 행성의 대기 온도분포는 그림 1.7과 같다. 목성형 행성은 대부분 짙은 대기로 둘러싸여 있

그림 1.6 지구형 행성의 고도에 따른 대기 구조. 화성의 경우 CO2 얼음, 얇은 연무와 먼지층 등이 존재하고, 금성의 경우에

는 H2SO4 (황산) 연무, CO2 구름 등이 존재한다. (출처：실측 자료를 바탕으로 한 Nick Strobel 교수의 그림을 수정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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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므로 지표면의 기온과 기압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대기의 조성, 중력, 내부 온도, 태양복

사량이 다름에도 목성형 행성에서는 지구표면 평균기압의 10분의 1(대기압이 약 0.1 bar)인 대류권

계면에서 기온이 가장 낮게 나타난다. 이러한 0.1 bar의 기압에서 대류권계면이 나타나는 이유는 아

직도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두꺼운 대기층으로 이루어진 행성들의 특징으로 생각된다. 목성형 행성

의 대류권 온도와 압력은 대류권계면 아래로 내려갈수록 증가한다. 목성형 행성의 대류권에는 두꺼

운 구름층이 존재하여 이들은 구성성분에 따라 암모니아(NH3) 구름층, 유화수소 암모니아(NH4SH) 

구름층, 물방울과 눈송이(H2O)로 이루어진 구름층, 메탄(CH4) 구름층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다

양한 구름층이 목성형 행성의 대류권을 가리고 있어 대류권계면 이하의 고도는 정확하게 측정되지 

않고 있다. 그림 1.7에서 대류권계면 고도를 기준 고도(0 km)로 설정하여 대류권 연직 온도분포가 제

시되었다.

1.4 지구대기의 조성과 구조

1.4.1  지구대기의 진화와 조성

지구의 대기는 태양계 다른 행성들의 대기와 다르다(표 1.3과 1.4). 현재의 지구대기의 조성은 지구

의 물리·화학적인 변화에 따라 조화를 이루는 생물학적인 과정들에 의해서 결정된다. 태양계 행성 

중에서 유일하고 특별한 지구대기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공기에서 수증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체를 건조 공기(dry air)라 한다. 현재의 지구대기를 구성하고 있는 건조 공기에는 질소(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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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목성형 행성의 고도에 따른 대기 구조. (출처：실측 자료를 바탕으로 한 Nick Strobel 교수의 그림을 수정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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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8%), 산소(O2, 20.95%), 아르곤(Ar, 0.93%)과 같은 주성분 이외에 이산화탄소(CO2, 0.04%)를 

포함한 미량 기체들이 존재하고 있다. 건조 공기 외에 대기 중에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 농도가 크게 

변화하는 다양한 에어로졸과 수증기(H2O, 온도와 지리적 위치에 따라 변화하며 대략 0~4%가 존재)

가 존재한다. 건조 공기의 성분에는 그 양이 일정한 것과 변화하는 것이 있다. 전자를 영구기체라 하

고, 후자를 변량기체라 한다. 건조 공기의 조성은 표 1.4와 같다. 영구기체는 생명체와 기타 화학반

응에 중요하며, 미량의 변량기체들은 기상현상에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지구의 대기는 태양으로부

터 오는 해로운 짧은 파장의 복사(자외선)를 막아주고, 온실기체에 의한 온실효과로 지표면을 데워

주어 낮과 밤의 극심한 온도차를 줄여준다. 그러나 수십억 년 전의 원시대기는 현재의 대기와는 매

우 달랐다.

표 1.4 현재의 지구 대기 조성성분과 그 생성원

기원 혼합비(ppm) 백분율(%)

질소(N2)
지구 기원

780,840 78.08
미생물 기원

산소(O2) 광합성 209,460 20.95

아르곤(Ar) 주로 방사성 생성 9,340 0.93

이산화탄소(CO2) 지구 기원 400 0.04

수증기(H2O) 지구 기원 0~40,000

네온(Ne) 지구 기원 18

헬륨(He) 주로 방사성 생성 5.2

메탄(CH4) 미생물 기원 1.7

수소(H2)
우주 기원

일부는 화산 기원
0.53

아산화질소(N2O) 미생물 기원 0.3

일산화탄소(CO)
미생물 기원

0.04~0.2
산화과정 산물

암모니아(NH3) 미생물 기원 ＜0.01

황화수소(H2S) 미생물 기원 10－4

이산화황(SO2) 화산 활동 10－4

오존(O3)
광화학과정

0~10
산소로부터 생성

출처：Holloway & Wayne(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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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계 생성 이후 지구대기는 1.2절에서 기술한 행성 대기의 진화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표 1.2에

서 제시된 바와 같이 지구의 복사평형온도는 특별해서 대기의 진화과정은 태양계 다른 행성과 달랐

다. 지구의 대기는 매우 긴 지질학적 시간 동안 진화하여 현재의 대기 조성을 갖추게 되었다. 지구

가 천천히 식어 가면서 더 영구적인 대기가 형성되었다. 액체처럼 녹아 있던 지표가 딱딱한 고체 지

표로 식어 가면서 그 속에 녹아 있던 가스들이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기체분출(아웃개싱, outgassing) 

과정을 겪었다. 아웃개싱은 지금도 세계 곳곳에 있는 수백 개의 화산들에 의해 계속되고 있다. 그러

므로 지질학자들은 원시 지구대기가 오늘날 화산 분출 시 방출되는 주요 가스들인 수증기, 이산화탄

소, 수소, 질소, 여러 가지 소량 가스들(메탄, 암모니아)로 구성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지구가 

계속 식어 가면서 수증기는 구름을 형성하였고 많은 강수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기체 상태의 수증기

가 강수로 내리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태양상수인 So의 값이 적절하여 수증기가 물 또는 눈 상태로 상

변화할 수 있는 환경이었기 때문이다.

초기의 강수는 지면에 닿기 전에 뜨거운 공기로 인해 증발되거나 뜨거운 지면에 닿아 마치 뜨거운 

철판에 떨어진 물방울처럼 빠르게 끓어올랐다. 이런 과정은 지표의 냉각을 가속하였다. 지표온도가 

물의 끓는점(100̊ C 또는 212̊ F) 이하로 내려간 이후 강한 강수로 떨어진 물은 대양을 형성하는 낮은 

지역에서부터 차오르기 시작했다. 원시대기 중의 CO2는 이렇게 해서 생성된 물속으로 용해되었다. 

강수와 용해로 대기 중의 수증기와 CO2는 감소하였고, 지질학적인 시간을 거치면서 질소가 풍부한 

대기로 변하게 된 것이다. 

만약 지구의 원시대기가 화산 분출에 의해서만 생성된 것이라 한다면 우리는 어려운 문제에 봉착

하게 된다. 화산 분출은 산소를 방출하지 않는다. 그러면 현재 대기에서 상당한 양(21%)을 차지하고 

있는 산소는 어디서 발생한 것일까? 이에 대한 답변은 ‘지구대기의 산소’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 아

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원시지구에서는 대기 중 수증기가 강한 자외선에 의하여 광분해되어 산소가 발생하였다. 하지만 

이 과정만으로는 현재의 많은 양의 산소를 설명하지 못한다. 약 35억 년 전 바다에서 원핵생물인 남

세균으로 이루어진 스트로마톨라이트(stromatolite)는 계속적인 광합성을 통해 원시지구 대기의 산소

를 증가시켰다. 1.4.3절의 ‘지구대기의 산소’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바닷속 남세균의 급격한 성

장에 의한 산소의 눈에 띄는 증가는 거대한 산소 공급원인 녹색식물이 번성하도록 하였다. 이를 달

리 말하면 생명 그 자체가 현재 대기의 구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식물은 환경에 순응하지 

않았다. 도리어 환경에 영향을 미쳤다. 식물은 CO2를 소모하고 산소를 배출하여 전체 행성 대기의 

성분을 바꾸어 놓았다. 이것은 지구가 생명체와 그 환경이 상호작용하는 거대한 시스템으로서 어떻

게 변화되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식물이 대기를 어떻게 바꾸었을까? 답은 식물이 양분을 생산하는 방법에 있다. 식물은 빛에너지

를 이용하여 CO2와 물을 합성하여 당분을 생산하는 광합성을 한다. 그 과정에서 배출되는 기체가 산

소이다. 동물은 신진대사 활동을 위해서 산소를 이용한다. 그리고 숨을 내쉴 때 CO2를 배출한다. 식

물은 이 CO2를 다시 광합성을 하는 데 사용하고, 이런 과정은 계속 반복된다. 대기의 진화과정 중 발

생한 산소로 인해 생명체의 출현과 진화에 도움을 주었고, 결국 산소 호흡을 하는 생명체의 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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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대기의 조성은 대기분자의 운동에 의한 분자 확산과 난류 운동에 의한 혼합에 따라 크게 좌우된

다. 고도 80 km 이하에서는 난류 운동에 의해 대기의 혼합이 활발히 일어나 대기의 조성비율이 일정

하여 균질대기(homogeneous atmosphere)라고 부른다. 80 km 이상의 고도에서는 분자 확산이 크기 

때문에 대기의 조성비율이 일정하지 않게 되어 비균질대기(heterogeneous atmosphere)가 된다. 오존

(O3)은 10〜50 km의 고도에서 큰 값을 가진다. 지구대기는 약 1,000 km까지 존재하고 있다. 

1.4.2  대기권의 구조

지구 대기권은 일반적으로 고도에 따른 온도의 변화로 구분한다. 그림 1.8은 지구대기의 온도와 기

타 변수의 고도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고도에 따른 온도분포를 보면 기온이 고도에 따라 감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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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지구대기의 연직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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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류권(troposphere)이 있다. 지표면의 온도는 15̊ C(288K)이나 상공 12 km, 즉 대류권계면까지 약 

6.5̊ C km－1의 기온감률로 하강하여 이 고도에서는 －55̊ C까지 하강한다. 대류권 내에서는 다소 강

한 수직혼합 및 대류현상이 일어나며 기상현상이 나타난다. ‘tropo’는 그리스어로 ‘turning’을 의미한

다. 공기분자는 대류권 밑바닥에서 꼭대기까지 맑은 날씨에는 매우 느리게 며칠 만에, 강한 대류가 

발생할 때는 몇십 분 만에 이동할 수 있다.

‘읽을거리：기상학 발전의 주요 이정표’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지구대기의 과학적 연구는 대류권

의 기상현상을 과학적으로 이해하는 기상학(meteorology)으로 시작되었다. 대류권 내의 기상현상을 

주로 다루는 기상학은 인류 역사와 함께 발전하였다. 우리 인류는 대류권에서 발생하는 태풍, 폭우, 

폭설, 한파, 열파 등과 같은 기상학적 현상들과 연관된 재난과 재해의 영향을 끊임없이 받고 있다. 이

를 극복하려 노력하는 인류는 대류권의 날씨 및 기후현상을 이해하려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대류권 이상의 고도에서 기온은 다소 일정하다가 고도 50 km까지 상승하는 성층권(stratosphere)이 

있다. 성층권은 대기가 매우 안정한 기층이며 20〜30 km에는 오존(O3)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strato’

는 라틴어로 ‘layered’를 의미한다). 성층권 내의 이러한 온도분포는 오존과 오존의 생성과정의 결과

물이다. 성층권계면에서의 온도는 지표보다는 약간 낮으나 성층권계면 이상의 중간권(mesosphere)

에서 기온은 다시 하강하여 중간권계면에서는 200K에 이르고 그 이상에서 기온은 증가한다. 이 층

을 열권(thermosphere)이라 하고 열권 상층부에서 기온은 2,000K 이상에 달한다. 중간권 이상에서의 

온도는 대기의 분자운동에 의해 결정된 온도로서 직접 관측된 온도와는 다르다. 열권은 공기가 매우 

희박하므로 비록 분자의 운동속력이 커서 고온을 형성하더라도 우리의 피부에 충돌하는 분자의 수

가 매우 적기 때문에 뜨겁게 느껴지지 않는다. 열권에서의 온도는 낮과 밤의 온도차가 수백 도나 되

며, 또 태양 활동이 클 때와 작을 때 온도차가 크다.

일반적으로 다양한 기상현상이 나타나는 대류권을 하층 대기, 성층권과 중간권을 중층 대기 그리

고 열권을 고층 대기라 한다. 중층과 고층 대기권은 높이에 따른 온도분포 외에도 대기권 중에 나타

나는 여러 특성에 의해 나누어지기도 한다. 이 책은 기상학과 관련한 내용을 주로 설명하고 있지만, 

이 절에서는 중층과 고층 대기의 주요 특성으로 오존층, 전리권, 자기권을 서술하였다.

오존층

고도 20〜50 km 부근에는 오존층(ozone layer)이 있다. 대기 중 오존의 총량은 매우 적어서 무게로 보

아 약 100만 분의 2(2 ppm)에 불과하지만 생명체에 유해한 자외선을 차단하는 우산과 같은 역할을 

한다. 다양한 관측 장비를 이용하여 측정된 오존 농도의 수직분포를 그림 1.9에 제시하였다. 오존층 

내의 오존량은 수농도 또는 혼합비 단위를 이용하여 표현하며, 어떤 단위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오존

의 최댓값이 나타나는 고도가 다르다. 이는 단위의 정의에 따라 발생하는 효과이며, 해석에 유의해

야 한다.

대부분의 오존은 높은 고도에서 광화학적(photochemical) 과정을 통해 생성된다. 보통 산소분자

(O2)는 파장 0.24 μm 이하의 자외선에 노출되면 산소원자(O)로 분리된다.

 O2＋태양복사에너지(＜0.242 μm) → O＋O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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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2＋태양복사에너지(＜0.176 μm) → O(1D)＋O(3P) (1.10)

그리고 O와 O2가 주변의 제3의 중성분자 M(주로 질소)과 함께 반응하면, 이들은 결합해서 오존(O3)

을 생성하며 에너지는 안정화된다. 광분해된 산소원자가 안정화되는 과정은 긍극적으로 주변 분자 

M에 열을 전달하는 과정이다.

 O2＋O＋M → O3＋M* (1.11)

그러나 오존은 태양광선에 노출되면 매우 불안정하고 0.310 μm 이하 파장의 태양복사를 흡수하면 

광해리되어 O2와 O로 분리된다. 

 O3＋빛에너지(＜0.310 μm) → O＋O2 (1.12)

광해리 반응 식(1.12)는 오존이 오존 생성원인 산소원자를 만들어내므로 오존을 파괴하는 반응이 아

니다. 오존을 파괴하는 반응은 다음과 같다.

 O＋O＋M → O2＋M* (1.13)

 O3＋O＋M → 2O2＋M* (1.14)

위의 식들은 오존층의 생성 및 파괴 기제(mechanism)를 설명하는 채프만(Chapman) 기제 반응식에 

해당한다. 채프만 기제는 순산소(O, O2, O3)와 질소(N2)로 이루어진 대기에 대해 적용한 것이다. 

1964년까지도 산소 대기만을 고려한 채프만 반응으로 대기 중 존재하는 오존을 설명할 것으로 생각

되었다. 하지만 실험실에서 오존 반응률이 측정되고 실질적인 오존 농도의 수직 측정이 수행되면서 

이론적인 채프만 반응식만으로는 성층권 오존층의 고도와 오존량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실제 대기에서는 다양한 물질에 의한 순환 환원반응(catalytic reaction cycle)에 의하여 

오존이 빠르게 파괴될 수 있음이 발견되었다.

지구대기에서는 오존 파괴 반응이 있으며 이에 따라 실제 측정된 오존의 수직구조(그림 1.9)는 단

순 이론적인 수직구조와 매우 다르다. 장비에 따라 같은 지역을 측정하고 있음에도 그 값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바로 장비가 직접 현장(측정 지점)에서 측정하는 방법과 원격탐사를 통해 추정해내는 

방법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원격탐사는 지면에 고정되어 있거나 인공위성 또는 비행기에 탑재한 UV 

센서, 라이다(lidar) 장비, 등의 광학센서를 이용하여 원거리지역의 농도값을 추정해내는 것이므로 지

정된 지점의 값을 완벽하게 알아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전리권

1882년 밸푸어 스튜어트(Balfour Stewart)는 지상에서 관측되는 자기장의 변화로부터 대기 상공의 전

리권의 존재를 제안하였고, 그 후 1902년 커널리와 해비사이드(Kenelly & Heaviside)는 독립적으로 

대기의 상층부에 전리권(ionosphere)이 있음을 주장하였으며 이로써 라디오파의 장거리 송신 이유가 

설명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