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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출제의도] 지진파 이해하기
관측소 A에서 측정한 PS시는 30초이므로, 진
원까지의 거리는

kms × kms
× s  km

kms  kms

이다. 관측소 A에서의 진원 거리를 모눈종이에
그리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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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제의도] 대기 순환의 규모 이해하기
대기 순환의 규모는 공간 규모와 시간 규모에
따라 구분한다. 토네이도는 태풍보다 공간 규모가
작다. 해륙풍은 중간 규모에 해당한다.
4. [출제의도] 지구 자기장의 변화 이해하기
이 기간 동안의 평균 이동 속력은 자북극이
자남극보다 빠르다. 2020년 지점 A에서의 자북
은 진북에 대해 서쪽에 위치한다. 지점 B는 1900
년이 2020년보다 자남극과 가까우므로 복각의 크
기는 1900년이 2020년보다 크다.
5. [출제의도] 지구의 중력장 분석하기
중력 이상은 실측 중력에서 표준 중력을 뺀
값이다. 위도와 해발 고도가 같을 때, 지하 물질의
밀도가 높은 곳에서 중력 이상이 크게 나타난다.
중력 이상을 비교하면 밀도는 B > A > C이다.
표준 중력은 위도가 같으므로 지점 ㉠에서와 지
점 ㉡에서가 같다. 지점 ㉢에서는 중력 이상이
(-)이므로 실측 중력이 표준 중력보다 작다.
6. [출제의도] 편광 현미경 이해하기
A는 흑운모, B는 석영이다. 흑운모는 쪼개짐,
O 원자 수

석영은 깨짐이 나타난다.  는 흑운모가
Si 원자 수
석영보다 크다. 개방 니콜에서는 간섭색이 나타
나지 않는다.
7. [출제의도] 한반도의 지질 이해하기
A는 평안 누층군, B는 조선 누층군이다. 고사리
화석은 육성층에서 나타나므로 육성층이 있는 평안
누층군에서 발견된 것이다. 조선 누층군은 고생
대 전기에, 평안 누층군은 고생대 후기~중생대
초기에 걸쳐 퇴적되었으므로 조선 누층군이 평안
누층군보다 먼저 생성되었다.
8. [출제의도] 서안 강화 현상 해석하기
표층 순환의 방향이 시계 방향이고, 순환의
중심이 서쪽으로 편향되어 있으므로 해역 A, B,
C는 북반구에 위치한다. A는 서안 경계류, C는
동안 경계류로 서안 강화 현상에 의해 유속은
A에서가 C에서보다 빠르다. 해수면의 높이는
에크만 수송으로 인해 순환의 중심인 B에서가
C에서보다 높다.

16. [출제의도] 조석 분석하기
이날 인천에서 간조와 만조가 두 번씩 일어나므
로 일주조가 아니다. 이날 1시경 목포는 간조이므
로 2시에는 밀물이 관측된다. 이날 달의 위상은
상현이므로 7일 후에는 망에 가깝다. 조차는 망일
때가 상현일 때보다 크다.
17. [출제의도] 편서풍 파동 이해하기
500hPa 등압면의 등고선 높이는 ㉠이 ㉡보다
낮다. A는 기압골에 위치한다. 기압골의 동쪽은
공기의 발산이 일어나므로 기압골 동쪽의 지상에
서는 저기압이 나타난다. 따라서 기압은 ㉢이 ㉣
보다 높다.

1. [출제의도] 해양 에너지 자원 이해하기
A는 조력 발전, B는 조류 발전, C는 해양 온도
차 발전이다. 조력 발전은 날씨나 계절과 관계없
이 발전할 수 있다. 시화호 발전은 조력 발전에
해당한다. 해양 온도 차 발전은 발전 과정에서 이
산화 탄소 배출량이 화력 발전보다 적다.
2. [출제의도] 광물 자원의 형성과 종류 이해하기
A는 활석, B는 보크사이트이다. 활석은 변성
광상에서 주로 산출된다. 보크사이트와 고령토는
퇴적 광상 중 풍화 잔류 광상에 해당한다. 퇴적
광상은 광물이나 암석이 풍화되어 만들어진 퇴적
물이 운반, 침전, 퇴적되어 형성되는 광상이다.
해수에 용해된 물질이 증발에 의해 침전되어 형
성되는 광상은 퇴적 광상 중 침전 광상이다.

있다. 프톨레마이오스의 지구 중심설은 내행성의
최대 이각을 설명할 수 있다.

관측소 B에서 진앙까지의 거리는 관측소 A와 B
사이의 거리(약 210km)보다 길다. 관측소 A와 C
를 중심으로 그린 원의 교점을 연결한 현의 1/2
길이가 진원의 깊이를 의미하므로 진원의 깊이는
120km보다 깊다.
10. [출제의도] 해수의 정역학 평형 이해하기
동쪽의 해수면이 높아야 서쪽과 동쪽의 해저면
수압이 일정해진다. 동쪽 해수면이 높으므로 연직
방향의 수압은 지점 B에서가 지점 A에서보다 높
다. 정역학 방정식(    )을 이용하면
     이므로  = 512m이다.
11. [출제의도] 지질도 분석하기
A 지점이 있는 지층은 지층 경계선이 등고선과
서로 교차하는 경사층이며 경사는 남쪽 방향이다.
B 지점이 있는 지층의 주향은 북동 방향이고 경
사는 북서 방향이다. C 지점이 있는 지층은 지층
경계선이 등고선과 나란한 수평층이다.
12. [출제의도] 단열 변화 이해하기
그림 (나)에서 상승 응결 고도는 1.5km이므로
지점 A에서 기온이 30℃인 공기 덩어리의 이슬
점은 18℃이다. A ‑ B 구간은 건조 단열 감률 구
간이므로 지점 B에서의 기온은 20℃, 이슬점은
16℃이다. 상승 응결 고도인 1.5km에서 지점 C
구간까지 습윤 단열 감률 구간이므로 지점 C에서
기온과 이슬점은 12.5℃이다. C ‑ D 구간은 하강
구간이므로 건조 단열 감률로 변화된다. 지점 D에
서 기온은 22.5℃, 이슬점은 14.5℃이다. 따라서,
공기 덩어리의 기온과 이슬점의 차이는 지점 D에
서가 지점 B에서의 2배이다.
13. [출제의도] 경도풍 이해하기
전향력의 반대 방향이 기압 경도력이므로 A에
서는 중심 기압이 낮은 저기압성 경도풍, B에서는
중심 기압이 높은 고기압성 경도풍이 분다. 저기
압성 경도풍은 기압 경도력의 방향과 구심력의 방
향이 같다. 동일 위도에서 기압 경도력의 크기가
같을 때, 풍속은 고기압성 경도풍이 저기압성 경
도풍보다 빠르므로 공기에 작용하는 전향력의 크
기는 B에서가 A에서보다 크다.
14. [출제의도] 소행성의 공전 궤도 이해하기
r 과 r 의 합은 공전 궤도의 긴반지름의 2배
이므로 4AU이다. 소행성의 공전 궤도 이심률은
 AU
이므로 0.7이다. 소행성의 공전 속도는 근

AU

일점에 접근할수록 빨라지므로 A에서가 A′에서보
다 빠르다.
15. [출제의도] 우주관 이해하기
목성이 태양과 이루는 이각은 (나)에서가 (가)
에서보다 크다. (나)에서 목성은 주전원상에서의
이동 방향과 공전 방향이 반대이므로 역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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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출제의도] 적도 좌표 이해하기
별 B는 서쪽 하늘, 별 C는 동쪽 하늘에 위치하
며 B는 C보다 먼저 진다. 방위각은 북점을 기준
으로 지평선을 따라 동쪽으로 측정하므로 별 A가
가장 작다. 별의 일주 운동은 천구의 적도와 나란
한 적위선을 따라 움직이므로 최대 고도는 B가
가장 높다.
19. [출제의도] 행성 운동 이해하기
내행성은 해뜨기 직전 남쪽 하늘에서 관측이 안
되므로 A는 내행성, B는 외행성이다. A는 서방
최대 이각 부근에 위치하므로 행성의 왼쪽이 보이
는 하현의 위상 정도로 나타난다. B는 남동쪽에
위치하므로 망의 위상에서 오른쪽이 조금 안 보이
게 나타난다.
20. [출제의도] 지형류 분석하기
지점 P는 남반구이고 해수면의 경사는 북서쪽
에서 남동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므로 지형류는 북
동쪽으로 흐른다. 지점 P에서 동서 방향의 수압
경도력은 수평 거리가 
 L 이고 높이가 z 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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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지형류의 속력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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