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 왜 이산화탄소에 대해 걱정을 할까?

태양광 에너지

파장은 에너지에 반비례 :파장은 에너지에 반비례 :

l적외선을 흡수 :분자의 모양과 주어진 결합이 늘어나거나 구부러지는 분자의 전자

분포와 관계 있다

l대기의 N2, O2는 적외선을 흡수 하지 않는다.

l대기의 이산화탄소(CO2), 메테인, 수증기는 적외선을 흡수 한다. 

- 세 분자들이 지구의 따뜻함을 유지하는데 주된 역할 함.

★



금성 : 평균온도 450 oC

지구 : 거리 계산에 의한

평균 온도 계산값 -18 oC

실제 평균온도 15 oC

v두 행성의 대기 구성이 온도 차이에 기인

: 금성 – 이산화탄소 96%, 대기압력 90 atm

지구 – 78% N2, 21% O2, 

0.03~0.04% CO2, 0.1~1.0 % H2O

대기압력 1 a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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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대기의 CO2 평균 농도
1860년 280 ppm
2001년 380 ppm

280 à 330 ppm : 150년
330 à 380 ppm : 최근 30년

*이산화 탄소의 증가에 따라 적외선
흡수가 증가되어 지구의 온도 상승.



ppm (parts per million) : 1백만 분의 1

1ppm = 1/106 = 1/104 % (%, percentage는 1백분의 1)

미량분석의 정량범위, 검출한계 등을 수적으로 표현할 때 널리 씁니다



예제 2.3, 2.4



2.7 지구 온난화의 결과

좋은가? 나쁜가?



2.8 교토 회의가 지구 온난화를 강조하다

교토 회의 :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지구 온난화 방지회의.

교토의정서

* 이 의정서를 인준한 국가는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여섯 종류의

온실 가스(이산화탄소(CO2), 메테인(CH4), 아산화질소(N2O), 

과불화탄소(PFC), 수소화불화탄소(HFC), 육불화황(SF6))의 배출량을

감축하며, 배출량을 줄이도록 한다는 내용.

* 2005년 2월 16일 법으로 효력 발생. (124개국)

* 선진국에 대한 온실가스 방출량은 정했지만, 개발도상국을 위한

방출량은 정하지 않았다.

* 대한민국은 2002년에 이 조약을 비준하였으나 개발도상국으로

분류가 되어 이행의 의무는 아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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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지구 온난화에 대한 가능한 대응



여러분의 제안은?



2.10 산소-오존 보호막

자외선 복사

: 파장 200~400 nm 

: 몇몇 화학결합을 끊기에

충분하고 많은 생물학적 시

스템에 큰 파괴

: 산소와 오존에 의해서

주로 흡수되어서 대부분의

자외선은 지구에 이르지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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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

산소 : 이중 결합

à 242 nm 보다 짧은 고 에너지 UV 복사(UV-C)를 흡수

오존 : 단일 그리고 이중결합 à 1.5결합이라 상상 (이중결합보다 약한 결합)

à 320 nm 보다 짧은 파장(UV-B)를 흡수



2.11 오존은 어디에 있나?



u오존의 최대 농도 ~ 1019/m3

=1019/1000L

=1016/L

u사람이 한번 호흡하는 공기 ~ 4x1022/L

u오존 분자의 농도는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의 약 0.000001배에 불과.

à오존이 0oC 1기압으로 압축

à 두께 3mm에 불과

u오존의 최대 농도 ~ 1019/m3

=1019/1000L

=1016/L

u사람이 한번 호흡하는 공기 ~ 4x1022/L

u오존 분자의 농도는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의 약 0.000001배에 불과.

à오존이 0oC 1기압으로 압축

à 두께 3mm에 불과



인류의 영향이 없다면 ~

성층권의 오존층 농도는 수백만 년 동안 정류상태를 유지
(정류상태, steady state : 생성되는 속도와 파괴되는 속도가 같은 상태)

à Chapman 순환과정



2.12 오존층이 사라지고 있다

대기중 오존의 단위 = Dobson Unit (DU) = 1오존분자/10억 공기분자
1 DU = 1 ppb



1979년부터 남극에서 성층권의 오존 측정값이 감소 (특히 9월에서 11월)

à 남극 오존 구멍 (2003년, 2900만 km2에 육박)

2004년 9월



2.13 오존 구멍의 크기 증가는 무엇을 암시하는가?

: 오존의 농도가 감소

: 높은 강도의 UV 복사선에 노출

: 피부암 발생이 증가

: 농작물 수확량에 나쁜 영향.

: 오존의 농도가 감소

: 높은 강도의 UV 복사선에 노출

: 피부암 발생이 증가

: 농작물 수확량에 나쁜 영향.



2.14 우리는 오존 구멍에 대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가?

u염화플루오르화탄소 (chlorofluorocabon, CFC) 사용 금지

: CFC는 에어로졸 프프레이의 추진체로 사용.

CFC는 안전한 상태로 성층권으로 확산되고 오존과 반응하여 오존을 파괴한다.

u몬트리올 의정서 (1987년) 

: CFC의 발생을 1998년 까지 1986년도의 절반으로 줄이자.

u 1990년 100개 나라는 2000년 까지 CFC 생산 금지에 동의.

http://omsriram.com/GlobalWarming.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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