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

: 산소1개 수소2개, 단 세 개의 원자로 구성.

: 지구 표면 중 70 % 이사이 물로 둘러 싸여 있다.

H2O



3.1 물의 독특한 성질

u물의 산소원자와 수소 원자가 공유결합(전자를 공유하는 방법) 하고 있다.

u물은 극성(산소에는 부분적 음전하, 수소에는 부분적 양전하)을 가진다.

u물은 수소결합(전기음성도가 크며 비 공유 전자쌍을 가지는 원자와 수소가 결합)을

한다.

u물은 세 가지 물리적 상태(고체, 액체, 기체)로 자연계에 존재한다.



물의 성질들
1. 물은 인접한 물 분자들 사이에 수소결합의 직접적인 결과로 실온에서 액체이다.

2. 고체상태의 물(얼음)의 밀도는 액체상태의 밀도보다 작다. (물이 얼면 팽창한다)

3. 얼음의 융해열은 80 cal/g이다. (0oC에서 얼음 1g을 녹이는데 요구되는 열의 양)

4. 물은 상대적으로 높은 열용량을 가진다.(수소결합)

5. 물은 높은 증발열을 가진다. 

(증발열: 액체에서 분자들을 결합시켜주는 분자간 인력의 척도)

6. 물은 높은 표면장력을 가진다. 

(표면장력 : 액체의 표면이 스스로 수축하여 되도록 작은 면적을 취하려는 힘

액체 표면의 견고함을 극복하는데 필요한 에너지)

7.  물은 세상에서 가장 보편적이며 탁월한 용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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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산성비

:영국의 화학자에 의해 1872년 처음 사용.

:중성의 물인 경우 pH = 7, 

:빗물은 대기중에서 이산화 탄소가 녹아 들어감으로 자연적으로 산성화 된다.

:NO2, SO2, SO3는 대기 중의 수증기와 반응하여 산을 생성.

:pH가 5.6 이하인 빗물은 산성비로 간주.

:영국의 화학자에 의해 1872년 처음 사용.

:중성의 물인 경우 pH = 7, 

:빗물은 대기중에서 이산화 탄소가 녹아 들어감으로 자연적으로 산성화 된다.

:NO2, SO2, SO3는 대기 중의 수증기와 반응하여 산을 생성.

:pH가 5.6 이하인 빗물은 산성비로 간주.



산성비는 국제적 문제
-눈이나 비는 국경선이 없다.

미국에서 생성된 산성비가
캐나다의 도시나 산림지역에
내림으로써 많은 캐나다
거주민들이 미국 정부에
항의 한다.

미국에서 생성된 산성비가
캐나다의 도시나 산림지역에
내림으로써 많은 캐나다
거주민들이 미국 정부에
항의 한다.



Al3+의



바다가 지구의 약 72% 차지

바다는 지구상에 있는 물(해수, saltwater)의 97.5%의 저장소

지구상의 물 중 2.5% 담수(fresh water)만을 인간이 사용가능

- 2.5% 담수 중 1% 미만이 지하수나 지표수로 인간이 이용

성인의 물 함량은 70% 수준

- 물은 인간에게 가장 필수적인 요소

3.3 물처럼 풍부한 물질이 어떻게 부족하게 되는가?

바다가 지구의 약 72% 차지

바다는 지구상에 있는 물(해수, saltwater)의 97.5%의 저장소

지구상의 물 중 2.5% 담수(fresh water)만을 인간이 사용가능

- 2.5% 담수 중 1% 미만이 지하수나 지표수로 인간이 이용

성인의 물 함량은 70% 수준

- 물은 인간에게 가장 필수적인 요소



미국 (매일)

전체 비와 눈 :     평균 4조 3500억 갤런

증발과 증산 (대기 중) : 3조 1000억 갤론

바다와 지하에 저장 :         8000억 갤런

물의 사용량 :   400억 갤론 (1900년)

4500억 갤론 (2004년)

?          

à 인구증가 à 물 사용 증가 à 물부족, 물 재사용.

미국 (매일)

전체 비와 눈 :     평균 4조 3500억 갤런

증발과 증산 (대기 중) : 3조 1000억 갤론

바다와 지하에 저장 :         8000억 갤런

물의 사용량 :   400억 갤론 (1900년)

4500억 갤론 (2004년)

?          

à 인구증가 à 물 사용 증가 à 물부족, 물 재사용.

1 gal = 3.785 L

http://www.bestfish.com/convert.html



수자원 : 지표수 (Surface water) 와 지하수(Ground water) –전체 중 900억 갤런

- 대수층에 구멍을 뚫은 지하수

- 대수층의 붕괴로 지반침하 발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