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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3쪽기초 섭렵 문제

80 EBS 중학 뉴런 과학 2 개념책

1  태양의 특징

1. 태양: 태양계에서 스스로 빛을 내는 유일한 천체이다.

 태양의 반지름은 지구 반지름의 약 109배 정도이다.

2. 태양의 표면(광구): 밝고 둥글게 보이는 태양의 표면이며, 

평균 온도는 약 6000℃이다.

⑴ 쌀알 무늬 : 수많은 쌀알을 뿌려 놓은 것 같은 

무늬 

⑵ 흑점: 크기와 모양이 불규칙한 어두운 무늬

    흑점의 온도는 약 4000℃로, 주위보다 온도가 낮아 어둡게 보인다. 

3. 태양의 대기 : 매우 희박한 대기층이다.

채층
태양의 광구 바로 위에 있는 얇은 대기층으로, 붉은색을 띤다.

두께는 약 10000 km이다. 

코로나
채층 위로 넓게 뻗어 있는 진주색으로 보이는 태양의 가장 바깥쪽 대기층이다.

온도는 100만 ℃ 이상으로 매우 높다.

4. 태양의 대기에서 나타나는 현상 

홍염
광구에서 온도가 높은 물질이 대기로 솟아오르는 현상이다. 

불꽃이나 고리 등 다양한 모양으로 나타난다. 

플레어 흑점 부근에서 폭발이 일어나 채층의 일부가 순간 매우 밝아지는 현상이다.

✚ 쌀알 무늬

태양의 광구 밑에서 일어나는 대류 

운동에 의해 나타나는 무늬로, 고

온의 뜨거운 기체가 상승하는 곳은 

밝고, 냉각된 기체가 하강하는 곳

은 어둡다.

상승 기체
하강 기체

쌀알 무늬

✚ 태양풍

태양 표면에서 고온의 전기를 띤 

입자들이 끊임없이 우주 공간으로 

방출되는데, 이러한 입자의 흐름을 

태양풍이라고 한다.

태양풍

지구 자기장

✚ 천체 망원경

천체에서 오는 빛을 모아 천체의 

상을 만들고 이를 확대하여 관측하

는 도구

경통

가대

삼각대

파인더

균형추

접안렌즈

대물렌즈

III . 태양계4 태양

✚ 태양의 대기

광구보다 어둡기 때문에 평상시에

는 관측할 수 없고, 광구가 달에 의

해 가려지는 개기 일식 때나 특별한 

장비를 이용하여 관측할 수 있다.

✚ 흑점의 수 

흑점의 수는 11년을 주기로 증가

하거나 감소를 반복한다.

흑
점 

수(

개)

연도(년)

2  태양 활동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

1. 태양 활동이 활발한 시기: 흑점 수가 많아지고, 홍염이나 플레어가 자주 발생한다. 

⑴ 코로나의 크기가 커지면서 태양풍 이 평상시보다 강해진다. 

⑵ 태양은 평소보다 많은 양의 에너지와 물질을 우주 공간으로 방출한다. 

2. 태양 활동이 활발할 때 지구에서 나타나는 현상 

⑴ 지구 자기장이 교란되어 짧은 시간 동안 지구 자기장이 크게 변하는 자기 폭풍이 발생한다. 

⑵ 고위도 지역에 오로라가 더 자주 나타나고, 위도가 낮은 지역에서 오로라가 나타나기도 

한다.

⑶ 장거리 무선 통신이 끊어지는 델린저 현상이 발생하거나 인공위성이 고장 나기도 하고, 

송전 시설의 고장으로 정전되기도 한다. 

3. 태양 관측: 천체 망원경 을 이용할 때는 태양 투영판을 이용하여 태양의 상을 관측한다. 

흑점

쌀알 무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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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3쪽기초 섭렵 문제

814. 태양

 태양의 특징

 태양계에서 스스로 빛을 내는 

유일한 천체는 이며, 표면 

온도는 약  ℃이다.

 밝고 둥글게 보이는 태양의 

표면을 라 하고, 표면에 

나타나는 어두운 무늬를 

이라고 한다. 

 태양의 광구 바로 위에 있는 

얇은 대기층을 이라 하

고, 위로 넓게 뻗어 있는 진주

색의 가장 바깥쪽 대기층을 

라고 한다. 

   태양 활동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

 태양 활동이 활발해지면 

의 수가 많아지고, 홍염과 

가 자주 발생한다. 

 태양 활동이 활발할 때 인공

위성이 고장 나기도 하고, 송

전 시설의 고장으로 되기

도 한다. 

 장거리 무선 통신이 끊어지는 

현상을  현상이라고  

한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태양의 특징을 쓰시오.

⑴ 태양의 광구 바로 위에 있는 얇은 대기층 ( )

⑵ 광구에서 온도가 높은 물질이 대기로 솟아오르는 현상 ( )

⑶ 채층 위로 넓게 뻗어 있는 태양의 가장 바깥쪽 대기층 ( )

⑷ 채층의 일부가 순간 매우 밝아지는 현상 ( )

03

태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를, 옳지 않은 것은 ×표를 하시오.

⑴ 태양계에서 스스로 빛을 내는 유일한 천체이다. ( )

⑵ 태양의 대기는 매우 희박하며, 광구보다 밝아서 평상시에도 항상 볼 수 있다. 

 ( )

⑶ 흑점은 주위보다 온도가 높아서 어둡게 보인다. ( )

⑷ 쌀알 무늬는 광구 밑에서 일어나는 대류 운동에 의해 나타난다. ( )

02

태양 활동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 옳지 않은 것은 ×표를 

하시오.

⑴ 태양 활동이 활발한 시기에는 흑점 수가 감소한다. ( )

⑵ 태양 활동이 활발해지면 코로나의 크기가 커지고, 태양풍이 더 강해진다. 

 ( )

⑶ 지구에서는 장거리 무선 통신이 끊어지는 델린저 현상이 발생한다. ( )

⑷ 고위도 지역에서는 오로라가 더 자주 발생한다. ( )

04

정답과 해설  23쪽

다음에서 설명하는 현상은 무엇인지 쓰시오. 

지구 자기장이 교란되어 짧은 시간 동안 지구 자기장이 크게 변하는 현상

05

다음 <보기> 중 태양의 표면에서 볼 수 있는 것을 있는 대로 쓰시오.

ㄱ. 코로나 ㄴ. 채층  ㄷ.  쌀알 무늬     

ㄹ. 흑점 ㅁ. 홍염  ㅂ. 플레어

보기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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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논술형 유형 연습고난도 실력 향상 문제
4. 태양내신 기출 문제

82 EBS 중학 뉴런 과학 2 개념책

1 태양의 특징

2 태양 활동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

태양 활동이 활발해질 때 태양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보기>

에서 있는 대로 고르면?

ㄱ. 흑점의 수가 감소한다.

ㄴ. 코로나의 크기가 더 커진다.

ㄷ. 태양풍이 평소보다 더 강해진다. 

ㄹ. 플레어와 홍염이 더 자주 발생한다.

보기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05

정답과 해설  23쪽

그림은 태양의 모습을 찍은 사진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면?

ㄱ. 플레어이다.

ㄴ. 개기 일식 때 관측할 수 있다. 

ㄷ. 태양의 가장 바깥쪽 대기층이다.

ㄹ. 온도는 100만℃ 이상으로 매우 높다.

보기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03
중요

<보기>의 그림은 태양에서 관측되는 여러 가지 현상이다. 

ㄱ.   ㄴ. 

ㄷ.   ㄹ. 

보기

태양의 대기와 관련 있는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

면?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04

(가)와 (나)의 명칭을 쓰시오.01

태양 활동이 활발할 때 지구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인공위성이 고장 나기도 한다.

② 송전 시설이 복구되어 전기가 잘 흐른다. 

③ 고위도 지역에 오로라가 더 자주 나타난다.  

④ 장거리 무선 통신이 끊어지는 델린저 현상이 발생

한다.

⑤ 지구 자기장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자기 폭풍

이 발생한다. 

06

[01 ~ 02] 그림은 태양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찍은 사진이다.

  

 (가) (나)

그림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와 (나)는 개기 일식 때만 관측할 수 있다. 

② 태양 활동이 활발해지면 (나)의 수는 증가한다. 

③ (나)는 주변보다 온도가 낮아서 어둡게 보인다. 

④ (가)는 광구 아래에서 일어나는 대류 현상으로 인해 

생긴 것이다.

⑤ (가)와 (나) 모두 태양의 표면인 광구에서 볼 수 있

는 특징이다.

02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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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논술형 유형 연습고난도 실력 향상 문제

834. 태양

정답과 해설  24쪽 정답과 해설  24쪽

그림은 태양 표면에서 관측되는  

흑점의 모습이다.  

흑점이 주변보다 어두운 색을 띠는 

이유는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Tip  흑점의 온도는 주변보다 2000℃ 정도 낮다.

Key Word  흑점, 표면 온도

[설명] 주변보다 온도가 낮은 곳은 상대적으로 어둡게 보인다. 

[모범 답안] 흑점의 표면 온도는 약 4000 ℃ 정도로, 6000 ℃인 

광구의 온도보다 2000℃ 더 낮기 때문에 어둡게 보인다.  

01
예제

그림은 태양풍의 모형이다. 태양 활동이 활발해지면 태양

풍은 더 강해진다. 이외에도 태양 활동이 활발할 때 태양에

서 나타나는 변화를 3가지 이상 서술하시오.

태양풍

지구 자기장

Tip  태양 활동이 활발해지면 흑점의 수, 코로나, 홍염, 플레어에 

변화가 생긴다.

Key Word  흑점의 수, 코로나, 홍염, 플레어

02

그림은 천체 망원경으로 태양의 흑점을 4일 간격으로 관측

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동 서

태양의
적도

처음 일 후 일 후

위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면?

ㄱ. 흑점이 이동하는 것은 태양이 공전하기 때문이다.

ㄴ.   흑점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계속 이동하는 것은 

태양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하기 때문이다. 

ㄷ.   흑점의 이동 속도가 극보다 적도 쪽이 더 빠른 것

은 태양이 기체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보기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01

그림은 연도별 흑점 수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흑
점 
개
수(

개)

연도(년)

(가)

(나)

위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면?

ㄱ. (가) 시기에는 태양 활동이 활발해진다.

ㄴ.   (가) 시기에는 코로나가 더 커지고, 홍염과 플레

어가 자주 발생한다. 

ㄷ.   (나) 시기에는 지구에서 장거리 무선 통신이 끊어

    지는 델린저 현상이 발생한다.

보기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02
중요

그림은 태양의 표면에서 관측

되는 쌀알 무늬이다.  

기체로 이루어진 태양 표면에 

이와 같은 쌀알 무늬가 생기

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 까닭

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Tip  태양의 표면인 광구 아래에서는 기체의 대류가 일어난다.

Key Word  대류, 광구, 상승 기류, 하강 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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