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구의 대기

u45~50억 년 전 : 기체상태 질소(N2), 수증기(H2O), 이산화탄소(CO2), 

메테인(CH4), 암모니아(NH3)등.

u25억 년 전 : 광합성이 가능한 시아노박테리아 진화에 의한 산소(O2)방출.

u17억 5천만 년 전 : 산소농도 증가 (~21%).

* 생명체에 두 가지 중요한 산소 역할

1. 호흡

2. 높은 에너지의 자외선 복사 차단 할 수 있는 오존층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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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노박테리아시아노박테리아

화성을 지구와 같은 환경으로 만들 수 있는

비결은 시아노박테리아를 화성으로 파견^^



2.1 공기: 순수한 기체 물질의 원천

공기의 구성 : 공기는 산소(O2, 21 %) 와 질소(N2, 78 %)로 약 99 %를 차지. 

나머지 1 %는 아르곤(Ar), 네온(Ne), 헬륨(He), 이산화탄소(CO2)등이다.

영족기체(noble gas)

공기 à 분별과정 (fractionation) à 산소, 질소, 및 다른 영족기체로 분리.공기 à 분별과정 (fractionation) à 산소, 질소, 및 다른 영족기체로 분리.



분별과정 : 1.공기를 압축 냉각 시킨다.

2.고체화된 이산화탄소와 수증기를 제거

3.공기를 압축시킨다.

4.공기를 팽창시켜 액체공기로 만든다.

5.액체공기를 증류탑으로 보내어 기체들의 다른 끊는점을 이용하여 분리.

(끊는점이 낮은 질소(bp -196oC), 아르곤(bp -189oC), 산소(bp -183oC)

순으로 기화되어 분리된다)  



분별과정에서 생산된 산소, 질소, 영족기체

1. 산소 : 로케추진과 산소로 사용. 

액체 산소는 공기 중에 불이 붙거나 탈수 있는 물질과 폭발적 반응.



2. 질소 : 화학적으로 반응성이 매우작다.

액체질소는 의학용으로 사용되어진다.

3. 영족기체 : 아르곤은 영족기체중 공기중에

가장 풍부하게 있다.

아르곤은 백열전구에

충진 가스로 사용된다.

네온은 많은 네온사인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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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공해
(a) 자연에 의한 공기오염(자연오염원)

:화산폭발 동안 재와 다양한

화합물 방출

(황화수소, 이산화탄소, 염소, 

유기화합물 등)

(b) 산업에 의한 공기오염(인공오염원)

:자동차, 발전소, 제련소, 석유정제공장

등의 오염 화학물질 배출.

(일산화탄소, 이산화황, 산화질소 등)

à미국, 깨끗한 공기 법(CAA, Clean Air Act)

1990년 개정안

(미립자, 오존, 일산화탄소, 질소와황의산화물

탄화수소, 휘발성 독성물질, 이산화탄소 등)

(a) 자연에 의한 공기오염(자연오염원)

:화산폭발 동안 재와 다양한

화합물 방출

(황화수소, 이산화탄소, 염소, 

유기화합물 등)

(b) 산업에 의한 공기오염(인공오염원)

:자동차, 발전소, 제련소, 석유정제공장

등의 오염 화학물질 배출.

(일산화탄소, 이산화황, 산화질소 등)

à미국, 깨끗한 공기 법(CAA, Clean Air Act)

1990년 개정안

(미립자, 오존, 일산화탄소, 질소와황의산화물

탄화수소, 휘발성 독성물질, 이산화탄소 등)



2.3 스모그

1911년 영국에서 연기, 안개, 공기, 다른 유독한 혼합물의 공기 오염에 의해서

1150명이 죽은 재난 후 처음 명명.

§ smoke(연기) + fog(안개)의 합성어.

§스모그 만드는 조건

따뜻한 대지 가까이 있는 공기는 더 따뜻해지고,
이 따뜻한 공기는 밀도가 낮아져서
상승하고 대부분의 공해 물질을 성층권
윗부분으로 가져가서 분산시킨다.

따뜻한 대지 가까이 있는 공기는 더 따뜻해지고,
이 따뜻한 공기는 밀도가 낮아져서
상승하고 대부분의 공해 물질을 성층권
윗부분으로 가져가서 분산시킨다.

열반전 (공해물질이 수직 수평적으로
모일 수 있도록 바람이 없는 기간존재 조건
에서 공기 질량에 대해서 비정상적 온도 배치
일어남.) à 따뜻한 공기가 위에 있고 차갑고
밀도 높은 공기는 지표 가까이 존재하며 공기
는 고이게 됨 à 따라서 공해물질이 축적되어
스모그 형성함.



스모그

1.산업 스모그 (Industrial Smog)

- 석탄이나 석유의 연소에서 주로 형성.

- 주성분은 이산화황

- 호흡기 질환으로 사망에 이르기 까지 함.

- 런던형 스모그라고 불린다.

2. 광화학 스모그(photochemical Smog)

- 내연기관의 배기물이 대기 중에 높은 농도로 증가 하면서 발생.(자동차)

- 주성분은 질소 산화물(산화질소), 오존등

- 공기 중의 다른 성분과 반응하여 이차 공해물질을 생성. 

이산화 질소 분자가 빛 에너지 흡수(280~430nm) 하면서 오존 분자 만든다.

- 로스엔젤레스와 다른 도심에서 자주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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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시대에 따른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 남극대류 표면 아래에서 채취된 빙하 코어에서 지구의 과거 온도 예측.

- 수소의 동위원소들(수소, 중수소)등을 이용하여 온도 결정.

- 온도자료와 이산화 탄소 자료를 상관관계 비교 – 그림 2.4



http://www.tagstory.com/video/video_post.aspx?media_id=V000012296



2.5 온실효과란 무엇인가?

자연적 온실효과 (greenhouse effect) : 대기 중 이산화탄소, 수증기, 메탄 등 분자에

의해 적외선(IR, infrared radiation)이 흡수되어 그 결과로서 지구가 더워지는 현상

태양복사 : 53% 적외선(IR)

8% 자외선(UV)

39% 가시광선(V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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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태양광선의 고 에너지와 자외선은 대기권의 분자들(주로 산소와 오존)에 의해 흡수

하고 대부분은 가시광선 영역과 적외선 영역이다.

u적외선이 지구로부터 우주로 방출될 때, 84% 정도가 대기 중 분자들(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탄)에 의해 다시 흡수되어 지구로 재방사된다

à 지구의 적당한 온도 유지 (우주 밖의 온도 -270 oC)

u수천 년 동안 장연의 온실효과는 잘 조절 되었다. 그러나 인류는 균형을 깨뜨리기
시작했다. à 지구 온난화가 잠재적 환경 재난 가능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