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개념

이 장을 학습한 후 다음 사항을 해결할 수 있

어야 한다.

5.1  물의 독특한 화학적 속성을 구체적으로 

쓰라.

5.2  물의 중요한 물리적 속성에 대해 설명

하라.

5.3  염분이 무엇인지, 어떻게 염분이 측정되

는지 설명하라.

5.4  해수의 염분이 왜 달라지는지 설명하라.

5.5  해수의 산성/염기성에 대해 토의하라.

5.6  해수의 염분이 표면에서 그리고 수심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하라.

5.7  해수의 밀도가 수심에 따라 어떻게 변하

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라.

5.8  해수 담수화 방법들을 비교하라.

극성염분약층등밀도

천분율(     )수온약층증발

분자 pH 척도잠열등온갯물

염분측정기 일정 성분비의 원리 밀도약층
담수화
과염 염분강수 열용량수소결합5

물과 바닷물

왜 
바다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는 극단적인 온도가 나타나는 데 반해서 바다에 가까운 곳

에서는 심한 온도 변동을 아주 드물게 겪을까? 연안 지역에 나타나는 온화한 기후는 물의 독

특한 열 속성 때문이다. 원자의 배열과 분자끼리 서로 들러붙어서 비롯된 물의 열 속성과 나머지 속

성은 물에게 방대한 양의 열을 저장하고 거의 모든 것을 녹이는 능력을 갖게 한다.

물은 너무 흔한 나머지 우리는 종종 물의 속성을 당연시 여기지만 지구상에서 가장 특이한 물질 

중 하나이다. 예를 들어서 거의 모든 다른 액체는 어는 온도에 가까워지면 수축하지만 물은 실제로 

얼면서 팽창한다. 따라서 물은 얼면서 표면에 머물러서 얼음은 뜨게 되는데 이런 물질은 흔치 않다. 

물의 속성이 유사한 화합물들의 양상을 따랐더라면 얼음은 가라앉고 모든 온대 지역의 호수, 연못, 

강, 심지어 바다까지 결국에는 바닥부터 얼어붙게 되었을 텐데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우리에게 친숙

한 지구상의 생명체는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와 달리 물 표면에 떠 있는 얼음의 피막은 그 아

래 액체 물속에 사는 생물들을 보호하는 열 차단 덮개 역할을 한다.

물의 화학적 성질은 모든 생명의 유지에 필수적이다. 실제로 모든 생물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물

질이 물이다. 예컨대 생물에서 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65%(인간)에서 90%(식물) 심지어 95%(해파

리)에 이른다. 물은 화학반응을 촉진하기 때문에 생물에게 이상적인 매체이다. 양분을 가져다주고 

노폐물을 거두어 가는 우리 피의 83%는 물이다. 지구에 물이 있음으로 해서 생명이 가능했고 물의 

놀라운 성질이 살기에 알맞게 해주었다.

5.1       물은 왜 특이한 화학적 속성을 지니는가?

물이 왜 특이한 속성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물의 화학적 구조를 살펴보자. 

원자구조

원자(atom: a5not, tomos5cut)는 만물을 이루는 기본 소재이다. 일상에서 마주하는 의자, 탁

자, 책, 사람, 숨쉬는 공기 등 모든 물체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원자는 아주 작은 공을 닮았는데

(그림 5.1), 처음에는 물질의 가장 작은 형태로 알려졌었다. 이제는 원자도 더 작은 아원자 입자로 

“Chemistry … is one of the broadest

branches of science, if for no other reason

that, when we think about it, everything is

chemistry.”
—Luciano Caglioti,

The Two Faces of Chemistry (1985)

이 장을 읽기 전에 위에 있는 용어들 중에서 아직 

알고 있지 못한 것들의 뜻을 이 책 마지막 부분에 

있는 용어해설을 통해 확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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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져 있음이 밝혀졌다.1 그림 5.1에서 보듯이 원자의 핵(nucleus: 

nucleos5a little nut)은 양성자(proton: protos5 first)와 중성자

(neutron: neutr5neutral)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들은 강력으로 붙들

려 있다. 양성자는 양전하를 띤 반면에 중성자는 전하를 띠지 않는다. 

양성자와 중성자는 질량이 거의 같은데 극히 작다. 핵을 둘러싼 입자들

은 전자(electron: electro5electricity)라 불리며 질량은 양성자나 중성

자의 약 1/2000에 지나지 않는다. 양성자와 전자 사이의 전기적 끌림

에 의해 전자는 핵 주위에 층(껍질)에 붙들려 있다.

원자는 전자와 양성자를 같은 수로 가지고 있어서 총체적으로 따지

면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예를 들어 산소 원자는 양성자와 전자를 각각 

8개씩 가지고 있다. 산소 원자 대부분은 중성자도 8개를 가지고 있지만 

중성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하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양성자의 수는 118가지 알려진 원소를 구별하는 잣대이다. 예

를 들어 양성자를 8개 가진 원소는 오로지 산소뿐이다. 양성자가 하나면(오직) 수소, 둘이면(오

직) 헬륨 등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부록 IV ‘화학적 배경 지식 : 물 분자는 

왜 수소 2개와 산소 하나로 되어 있을까?’ 참조). 상황에 따라서 원자는 전자를 얻거나 잃을 수 

있어서 총체적으로는 전하를 띠게 되는데 이런 원자를 이온(ion: ienai5 to go)이라 부른다.

물 분자

분자(molecule: molecula5a mass)는 2개 이상의 원자가 전자를 상호 공유하면서 붙어 있는 

것을 일컫는다. 분자는 고유한 물성을 지니고 있는 가장 작은 물체이다. 원자가 다른 원자와 결

합하여 분자를 이룰 때에는 전자를 공유하거나 주고 받으며 화학결합을 이룬다. 예를 들어 물 

분자의 화학식 H2O는 수소 원자 2개가 산소 원자 하나에 화학적 결합을 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형태 원자는 여러 크기의 공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대략 전자를 많이 가질수록 크다고 보

면 된다. 전자를 8개 지닌 산소 원자는 하나만 가진 수소보다 두 배 크다. 물 분자는 가운데 산

소 원자에 수소 원자 2개가 공유결합하고 있는데, 두 수소 원자가 이루는 각도는 약 1058(그림 

5.2a)이다. 물 분자의 공유결합(covalent bond: co5with, valere5 to be strong)은 산소와 각 

수소가 전자를 공유하는 데서 비롯된다. 제법 강한 결합이어서 이를 끊으려면 에너지가 많이 

든다.

물 분자의 모습을 좀 더 간결하게 나타낸 것이 그림 5.2b이고 원소 기호로 표기한 것이 그림 

5.2c이다(O는 산소를 H는 수소를 나타낸다). 물의 원자들은 대다수의 다른 분자들처럼 일직

선상에 놓인 것이 아니라 두 수소 원자는 산소의 한쪽 면에 몰려 있다. 물이 특이한 성질을 갖게 된 

연유는 이런 흔치 않은 굽어진 모양새에서 비롯된다.

극성 물 분자의 굽은 모습 때문에 산소 쪽은 약한 음전하를 수소 쪽은 약한 양전하를 띤다

(그림 5.2a). 전하가 약간 분리되는 바람에 분자 전체가 전기적 극성(polarity: polus5pole, 

ity5having the quality of)을 가지게 되어서 물은 쌍극자(dipolar: di5 two, polus5pole)가 

된다. 주변에 흔한 쌍극자의 예로 건전지, 자동차 배터리와 막대자석을 들 수 있다. 물 분자가 

1 아원자 입자 또한 쿼크, 렙톤, 보손 등 더 작은 입자로 되어있다.

그림 5.1 단순한 원자 모형. 원자는 중앙에 중성자와 양성자로 이루어진 핵이 있

고 이를 둘러싸고 전자가 고속으로 돌고 있다.  

전자는 음전하를 띠고 

   있으며 분절된 전자 

       껍질에서 핵 주위를 

          매우 빠르게 

              회전한다.

중성자는 핵에서 

발견되며 전하를 

띠지 않는다. 

전자 껍질

핵

양성자는 핵에서 발견

되며 양전하를 띤다. 

8

105°

H

H H
O

H

그림 5.2 물 분자를 나타내는 방식.

(a)  물 분자의 기하학적 모습. 분자의 산소 말단은 음전하를 

띠고 수소 구역은 양전하를 띠고 있다. 산소와 수소 원자 

2개가 전자를 공유하면서 공유 결합이 생긴다.

(c) 원소기호(H = 수소, O = 산소)로 나타낸 물 분자

산소 원자

산소 원자

(b) 3차원으로 나타낸 물 분자

공유된 전자 공유된 전자

수소 

원자

수소 

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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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물과 바닷물 137

마치 작은 약한 막대자석을 가진 것처럼 보는 것이 쌍극자를 시각화하

는 괜찮은 방법이다.

분자끼리 연결 막대자석들로 실험해보았다면 극성을 띠며 서로 반대 

극끼리 끌리게 정렬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물도 극성을 띠어서 

주변 물 분자의 극성에 맞추어 정렬한다. 한 물 분자의 양전하를 띤 수

소 쪽은 가까이 있는 물 분자의 음전하를 띤 산소 쪽과 상호작용해서 수

소결합(hydrogen bond)을 이룬다(그림 5.3). 수소결합은 물을 이루는 원

소 사이의 공유결합보다 훨씬 약하다. 요점은 보다 강한 결합은 물 분자 

안에, 더 약한 결합은 이웃한 물 분자 사이에 있다는 것이다.

수소결합은 공유결합보다 약하긴 해도 물 분자끼리 붙게 만들기엔 

충분히 강해서 응집(cohesion: cohaesus5a clinging together)을 일으

킨다. 물의 응집 성질은 새로 왁스를 바른 차처럼 매끈한 면에서는 물 

방울이 맺히게 만든다. 또한 응집은 표면장력(surface tension)을 발생시

킨다. 물 표면은 얇은 ‘피부’를 가져서 잔의 가장자리보다 위로 물이 넘

치지 않게 채울 수 있다. 표면장력은 물 분자의 가장 바깥 층과 바로 아

래의 물 분자 사이에서 수소결합을 이룬 결과이다. 물의 표면장력은 액

체 가운데 수은2 원소 다음으로 크다.

물 : 만능 용매 물 분자는 자기들뿐만 아니라 극성을 띤 다른 물질

에도 들러붙는다. 그 과정에서 물 분자는 이온끼리 끄는 힘을 80배까

지 약화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식염(NaCl)은 양전하를 띤 소듐3 이

온과 음전하를 띤 염소 이온이 번갈아 층을 이루고 있다(그림 5.4a). 

반대 전하를 띤 이온 사이의 정전기적 끌림(electrostatic attraction: 

electro5electricity, stasis5standing)은 이온결합(ionic bond)을 만

든다. 소금 알갱이를 물에 넣으면 소듐 이온과 염소 이온 사이의 정전기

적 끌림(이온결합)은 80배나 약화된다. 그래서 두 이온을 쉽게 떼어놓을 

수 있게 만든다. 이온들이 떨어져 나올 때 소듐 양이온은 물 분자의 음

전하 부위로, 염소 음이온은 양전하 부위로 끌리게 된다(그림 5.4b). 이

런 식으로 소금은 물에 녹는다. 물 분자가 이온을 둘러싸는 과정을 수화

(hydration: hydra5water, ation5action or process)라고 한다.

물은 물 분자끼리 그리고 다른 극성 분자와도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

에 거의 모든 물질을 녹일 수 있다.4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면 물은 다른 

어떤 물질보다도 더 다양한 물질을 더 많이 녹여낼 수 있다. 그래서 물

을 만능 용매라 부른다. 또한 바닷물에 5경 톤만큼의 염이 들어있게 해

서 결국 짠맛이 나게 만들어 놓은 이유이기도 하다. 

2  수은은 유일하게 지표에서 평상 온도에서 액체인 금속이다. 그래서 온도계에 널리 쓰여왔다. 요즘에 수은 온도계는 독성이 

없는 디지털 온도계로 대체되었다.

3 소듐의 원소 기호는 Na인데 소듐이 라틴어로는 natrium이기 때문이다.

4  물이 그토록 대단한 용매라면 그럼 기름은 왜 물에 녹지 않을까? 예상대로 기름의 화학적 구조가 철저하게 비극성이기 때문

이다. 양이나 음전하를 띤 말단 부위들이 없기 때문에 기름은 물에 녹지 않는다.

O
H

H

그림 5.3 물속의 수소결합. 점선은 물 분

자 사이에서 생기는 수소결합의 위치를 나

타낸다.

물 분자

수소결합

물 분자는 왜 별난 모습을 하고 있나요?

단
순히 대칭을 이룰 것이라 여기고 전하가 서로 분리되어 있을 것이라는 데 기

초하면 물 분자는 산소 원자의 반대편에 2개의 수소 원자를 가져서 많은 다

른 분자의 형태와 같이 일직선 모양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러나 수소 원자가 산소 

원자의 같은 면에 있는 물의 괴상한 모양은 산소가 산소 원자 주위에 고르게 이격된 

4개의 결합 자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 수소 원자가 어느 두 결합 부

위에 자리 잡든 간에 각 물 분자는 신기하게 굽은 모습을 갖게 된다.

학생들이 자주 하는 질문

Cl Na

NaCl

그림 5.4 용매로서의 물.

물 분자

(b)  염화소듐이 용해되면서 물 분자의 양으로 하전된 말단은 음으로 하전된 Cl2 이온

에 끌리고, 음으로 하전된 말단은 양으로 하전된 Na1 이온에 끌린다. 

(a)  염화소듐(Na1 5소

듐 이온, Cl2 5염소 

이온)으로 이루어진 

식염의 분자 구조.

수화된

염소 이온

수화된

소듐 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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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물이 지닌 중요한 물성은 무엇인가?

물의 중요한 물성으로는 열 속성(예컨대 어는점, 끓는점, 열용량, 잠열)과 물의 

열 수축이 물의 밀도에 미치는 영향이 포함된다.

물의 열 속성

물은 지상에서 고체, 액체와 기체로 존재하면서 막대한 양의 열을 저장하거나 방

출하는 능력을 지녔다. 물의 열 속성은 지구의 열 수지에 영향을 주어 열대성 저

기압, 전 세계 바람대와 표층 해류가 만들어지는 데 얼마간 기여한다.

열, 온도 그리고 상태 변화 우리 주변의 물질은 대개 고체, 액체 또는 기체의 

세 가지 상태 중 하나이다.5 화합물의 상태가 바뀌려면 무엇이 선행되어야 하는

가? 물질의 상태가 고체에서 액체 또는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려면 물질 내의 분자 또는 이온 사이의 인력

을 떨쳐내야 한다. 이러한 인력으로 수소결합과 반데르발스 힘이 있다. 네덜란드의 물리학자 Johannes 

Diderik van der Waals(1837~1923)의 이름을 따른 반데르발스 힘(van der Waals forces)은 비교적 약한 

힘으로(기체가 아니라) 고체나 액체처럼 분자끼리 근접했을 경우에만 발휘된다. 분자나 이온이 이러한 인

력을 떨쳐 낼 정도로 빠르게 움직이게 하려면 에너지를 더해주어야 한다.

어떤 형태의 에너지가 물질의 상태를 바꾸어놓을까? 아주 단순해서, 열을 가하거나 제거하면 물질의 

상태가 바뀐다. 예를 들어 얼음 조각에 열을 가하면 얼음이 녹고 물에서 열을 제거하면 얼음이 언다. 여기

서 먼저 열과 온도의 차이에 대해 짚고 넘어가자.

• 열(heat)은 온도 차이로 인해 한 물체에서 다른 곳으로 전달되는 에너지의 양으로 정의된다. 열은 물체 내의 분

자의 평균 운동에너지(kinetic energy: kinetos5moving)에 비례한다. 예를 들어 물은 더해진 열의 양

에 따라 고체, 액체 또는 기체로 존재할 수 있다. 열은 연소(일반적으로 태운다고 하는 화학 반응), 그 

외의 화학 반응, 마찰 또는 방사능을 통해 발생하고 전도, 대류 또는 복사로 전달될 수 있다. 칼로리

(calorie: color5heat)는 1g의 물6의 온도를 18C만큼 올리는 데 드는 열의 양이다. 식음료의 에너지 함

량을 측정하는 데 친숙한 ‘칼로리’는 실제로는 1kcal 또는 1,000cal이다. 열에너지에 대한 미터법 단위

는 줄(joule)이지만 칼로리는 다음 절에서 논의되는 것처럼 물의 열 속성 중 일부와 직결된다.

• 온도(temperature)는 물질을 구성하는 분자의 평균 운동에너지를 직접 측정한 것이다. 온도가 높을수록 물질

5  플라즈마는 고체, 액체, 정상적인 기체와는 다른 네 번째 물질 상태로 널리 인정되고 있다. 플라즈마는 원자가 이온화되

어 있는, 즉 전자를 벗겨낸 기체 물질이다. 플라즈마 텔레비전 화면은 플라즈마가 전류에 아주 민감한 것을 활용한다.

6 물방울 10개가 1g쯤 된다.

개념 점검 5.1 물의 독특한 화학적 속성을 구체적으로 쓰라.

1  아원자 입자인 양성자, 중성자, 전자의 위치를 표시

한 원자의 모형을 스케치하라.

2  물 분자가 쌍극자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설

명하라.

3  여러 개의 물 분자를 스케치하여 공유결합과 수소결

합을 모두 표시하라. 각 물 분자의 극성을 분명하게 

나타내도록 하라.

4  수소결합은 어떻게 물의 표면장력 현상을 일으키는

지 설명하라.

5  물 분자의 쌍극성이 어떻게 이온 화합물에 대해 효

과적인 용매로 작용하는지 토의하라.

요약

물 분자는 산소 원자의 한쪽에 두 수소 원

자가 붙어서 굽어진 기하학적 모습을 하고 

있다. 이 속성은 물로 하여금 극성을 띠게 

해서 수소결합을 이루도록 해준다.

Web Animation
소금은 어떻게 물에 녹을까?

https://goo.gl/lT8Sd3

실온에서 기체인 수소와 산소 둘을 결합시켰는데 어떻게 해서 실온

에서 액체인 물이 만들어지나요?

수
소 기체 둘에 산소 기체 하나를 결합시켜서 액체인 물을 만드는 것

은 사실이다. 화학 실험으로 해볼 수 있는데 반응 도중에 에너지가 

많이 방출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집에서는 하지 말 것!). 두 원소를 결

합 시키면 종종 산물은 순수한 물질과 매우 다른 성질을 지니게 된다. 예를 

들어 신경 독성 가스인 순수한 염소(Cl
2
)와 반응성이 큰 원소인 소듐(Na)

을 결합시키면 무해한 식염으로 된 정사면체들을 만들어낸다. 이것이 대

다수의 사람들이 화학에 감탄하는 이유이다.

학생들이 자주 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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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운동에너지가 커진다. 물질에 열에너지를 추가하거나 제거하면 온도가 변한다. 온도는 일

반적으로 섭씨(8C) 또는 화씨(8F)로 측정된다.

그림 5.5는 고체, 액체와 기체 상태의 물 분자를 보여준다. 고체 상태(얼음)에서는 물이 견고한 

구조를 가지며 짧은 시간 규모에선 대체로 흐르지 않는다. 분자 사이 결합은 끊임없이 해체와 결

합을 거듭하지만 분자는 꼼짝하지 않는 상태로 유지된다. 즉, 분자들은 에너지에 맞추어 떨고 있

지만 비교적 고정된 자리에 머문다. 그 결과 고체는 용기의 모양을 따르지 않는다.

액체 상태(물)에서 물 분자는 여전히 상호 작용하지만 서로를 지나서 흐를 만큼 충분

한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며 용기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분자 사이 결합은 고체 

상태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결합되고 끊어진다.

증기(vapor) 상태에서 물 분자는 제멋대로 충돌하는 것 말고는 서로 더 이상 상호작

용하지 않는다. 수증기 분자는 매우 자유롭게 흘러 다니면서 들어있는 어떤 용기이든 

빈 곳을 채운다.

물의 어는점과 끓는점 고체에 열에너지가 충분하게 추가되면 녹아서 액체로 된다. 

녹는점(melting point)은 물질이 녹기 시작하는 온도이다. 액체에서 열에너지가 충분히 

제거되면 고체로 얼게 된다. 굳기 시작하는 온도가 물질의 어는점(freezing point)으로 

녹는점과 동일한 온도이다(그림 5.5). 순수한 물의 경우에 08C(328F)에서 얼고 녹는다.7

충분한 열에너지가 액체에 더해지면 기체로 바뀐다. 끓는 온도는 물질의 끓는점

(boiling point)이다. 기체에서 열에너지가 충분히 제거되면 액체로 맺힌다. 방울이 맺

히는 가장 높은 온도가 물질의 이슬점(condensation point)이며 끓는점과 같은 온도이

다(그림 5.5). 순수한 물의 경우 1008C에서 끓고 응결이 일어난다.

물의 어는점과 끓는점은 비슷한 화학 물질들의 것과 비교하면 유별나게 높다. 그

림 5.6에 보인 대로 만약에 물이 분자량이 비슷한 다른 화합물의 경향을 따랐다면 물은 

2908C에서 녹고 2688C에서 끓어야 한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지구상의 모든 물은 기

7 이 장에서 논의된 모든 어는점/녹는점/끓는점은 표준 해수면 압력인 1기압에서의 값이다.

Web Animation
물의 상태 변화

http://goo.gl/gRT6NV

그림 5.5 물의 세 가지 상태 : 고체, 액체, 기체. 지

구에서 발견되는 물의 세 가지 상태와 상태 변화와 

관련된 작용을 나타낸 그림.  

결빙, 응결과 증착은 열을 내놓아서 환경을 

데워줌. 증착은 흔한 현상이 아님 

해빙, 기화와 승화는 열을 흡수해서 환경을 

식혀줌. 승화는 흔한 현상이 아님
(승화)

붙박이 분자들 자유롭게 움직이는 분자들

결빙
응결

(증착)

해빙

기화

(증발/비등)

고체 

(얼음)

에너지 증가

액체(물)

독립적인 분자들

기체

(수증기)

–90°C

0°C

–68°C

100°C100

50

0

–50

–100

그림 5.5 물과 비슷한 화합물과의 녹는점과 끓는점 비교. 막

대는 물과 비슷한 화합물의 녹는점과 끓는점을 비교한 것이다. 

물 분자가 특이하게 생겨서 극성을 띠지 않았더라면 비슷한 화

합물과 닮은 속성을 가졌을 것임에 주목하자.

비슷한 

화합물

물

물

비슷한 

화합물

녹는점 끓는점

온
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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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상태에 있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고 물은 수소결합과 반데르발스 힘을 이겨

내기 위해 열에너지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비교적 높은 온도인 08C 와 1008C에

서 녹고 끓는다.8 따라서 물 분자의 특이한 모습과 그 결과인 극성이 없었더라면 

지구상의 모든 물은 끓어서 날아가버렸을 것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체는 존

재하지 않을 것이다.

물의 열용량과 비열 열용량(heat capacity)은 물질의 온도를 18C만큼  올리는 데 필

요한 열에너지의 양이다. 열용량이 큰 물질은 온도가 조금 변하면서도 열을 많이 

흡수(또는 방출)할 수 있다. 반대로 열이 가해질 때 기름이나 금속처럼 온도가 

빠르게 변하는 물질은 열용량이 낮다.

단위 질량의 열용량을 비열용량(specific heat capacity)이라 하는데, 줄여서 

비열(specific heat)이라 하며 물질 사이의 열용량을 직접 비교하는 데 쓰인다. 

예를 들면 그림 5.7에 보이는 것처럼 물은 비열이 매우 높아서 1g에 정확히 1cal

인데,9 주변에 흔히 접하는 물질의 비열은 이보다 훨씬 낮다. 열을 가하면 금세 

뜨거워지는 철이나 구리의 열용량은 물의 1/10 수준이다.

물의 열용량은 왜 그렇게 큰가? 그 이유는 지배적인 분자 사이의 지배적인 상

호 작용이 상대적으로 약한 반데르발스 힘인 물질들에 비교해서 수소결합 된 물 

분자의 운동에너지를 증가시키는 데 드는 에너지가 더 많기 때문이다. 결과적으

로 물은 똑같은 온도 변화를 겪는 동안에 주변의 물질보다 열을 훨씬 더 많이 얻

거나 잃는다. 큰 냄비에 물을 넣고 끓여본 경험이 있다면 물의 온도가 쉽사리 오

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열용량이 작은 금속제 냄비는 가열하면 

온도가 금세 올라간다. 하지만 냄비 안의 물의 온도는 더디게 올라간다(따라서 

지켜보고 있는 냄비는 결코 끓지 않지만 깜빡한 냄비는 끓어 넘치는 법이다). 물

을 끓이려면 수소결합을 모두 끊어내야 하므로 데울 때

보다도 열이 더 필요하다. 열을 많이 흡수할 수 있는 물

의 탁월한 열용량은 난방, 산업용 또는 차량 냉각, 요리

에 왜 물이 쓰이는지를 이해하게 해준다.

물의 잠열 물이 상태의 변화를 겪을 때, 즉 얼음이 녹

거나 물이 얼거나 물이 끓거나 수증기가 응결될 때 열이 

대량으로 흡수되거나 방출된다. 흡수되거나 방출되는 

열의 양은 물의 높은 잠열(latent5hidden)로 인한 것

8  백분 온도 눈금(centi5100, grad5걸음)은 순수한 물의 녹는점과 끓는점 사이를 100눈금으로 등분한 것에 기반한다. 창시

자 Celsius의 이름을 따서 섭씨 온도계라 부르기도 한다(부록 I ‘단위’ 참조).

9 물의 비열을 칼로리로 표기했다. 물의 비열은 타 물체와의 비열의 비교에 있어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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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잠열과 물의 상태 변화. 융해

잠열(80cal/g)이 기화잠열(540cal/g) 보다 훨

씬 작음에 주목하라. 그림의 점 a, b, c, d에 대

한 설명은 본문을 보기 바람. 

https://goo.gl/18osWM
얼음이 녹을 때 더해준 모든 에너지는 얼음 안의 분자 사이의 결합을 끊는 데  

쓰여 온도가 오르지 않는 마루에 도달한다. 이를 융해잠열이라 부른다.

물이 끓을 때 더해준 모든 에너지는 물 안의 분자 사이의 결합을 끊는 데 쓰여 

온도가 오르지 않는 마루에 도달한다. 이를 기화잠열이라 부른다.

기화잠열이 융해잠열

보다 훨씬 큰 것에 

주목하자.

융해잠열 80cal/g

기화잠열(540cal/g) 

수증기

물

얼음

cal

온
도

 (
8C

)

1.0

0.50

0.24 - 건조한 공기(해수면)

0.19 - 석영 모래

0.19 - 화강암

0.11 - 철

0.09 - 구리

0.03 - 수은(액체)

0.60

0.48

0.21 - 식염(NaCl)

순수한 물

젖은 진흙

얼음(0°C)

기름

1.00.6 0.80.40.20

그림 5.7 흔한 물질의 비열. 흔히 접하는 물질의 20°C에서 비열을 막

대 그래프로 나타낸 그림. 물의 비열이 특히 높은 것에 주목하자. 물의 

온도를 올리려면 에너지가 많이 든다는 것을 뜻한다.  

물
질

비열(ca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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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물의 비정상적으로 큰 열용량과 밀접

한 관련이 있다. 피부에서 물이 증발할 때

에는 열을 흡수하여 몸을 식혀준다(이것이 

땀이 몸을 식히는 이유이다). 반대로 증기

에 데여 본 사람은 이슬이 되면서 열을 많이 

내놓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융해잠열 그림 5.8은 물의 온도를 올리거

나 상태를 바꾸어 놓는 데 드는 에너지에 대

한 잠열의 효과를 알려준다. 1g의 얼음에서 

시작해서(왼쪽 아래) 20cal의 열을 주면 얼

음의 온도가 2408C에서 08C까지 408C 상

승한다(그래프상의 점 a). 그래프에서 점 a

와 b 사이가 마루로 표시된 것처럼 열이 계

속 더해지더라도 온도는 08C로 유지된다. 

물의 온도는 80cal 이상의 열량이 추가될 

때까지 변하지 않는다. 융해잠열(latent heat of melting)은 얼음 결정에서 물 분자들

을 제자리에 강하게 붙들고 놓고 있는 분자 사이 결합을 끊는 데 필요한 에너지이다. 

결합이 거의 풀리고 얼음과 물의 범벅이 완전히 1g의 물로 변할 때까지 온도는 그대

로 멈춰 있다.

얼음이 08C에서 물로 바뀌고 나면 그다음에 더해진 열은 그림 5.8의 점 b에서 점 c로 수온을 상승시킨

다. 이 구간에서는 물 1g의 온도를 18C씩 올리는 데 1cal가 든다. 따라서 1g의 물이 1008C의 끓는점에 도

달하려면 100cal를 더해주어야 한다. 점 c까지 가는 데 들어간 열은 총 200cal이다

기화잠열 그림 5.8의 그래프는 점 c와 점 d 구간에서 1008C에서 다시 평평하다. 이 마루는 기화잠열

(latent heat of vaporization)을 나타내며 물의 경우 그램마다 540cal이다. 이것은 1g의 물체가 끓는 온도

에서 분자 사이의 결합을 떼어놓아 액체가 증기(기체)로 상태가 완전히 바뀌는 데 반드시 투입해주어야 

하는 에너지이다.

그림 5.9의 고체, 액체, 기체 상태에서의 물의 구조를 보면 융해잠열보다 기화잠열이 훨씬 큰 이유를 알 

수 있다. 고체가 액체로 되려면 물 분자끼리 서로 미끄러져 지나갈 정도로 수소결합이 풀리기만 하면 된

다(그림 5.9b). 그러나 액체에서 기체가 되려면 수소결합이 모두 끊겨서 물 분자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어야만 한다(그림 5.9c 참조).

증발잠열 표층해수의 온도는 평균 208C를 넘지 않는다. 그런데 어떻게 물이 바다 표면에서 수증기로 될

까? 끓는점 아래에서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것을 증발(evaporation)이라 한다. 표층해수의 온도에서 액체

에서 기체로 바뀐 분자의 에너지는 1008C에서 바뀐 물 분자만 못하다. 주위를 둘러 싼 물 분자들을 헤치

고 나오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추가로 얻으려면 주위에서 에너지를 빼앗아야 한다. 달리 말해 남은 물 분

자는 증발한 물 분자에게 에너지를 잃은 것들로서 이는 증발의 냉각 효과를 설명한다.

1008C 미만인 해수에서 물 1g을 증발시키는 데에는 540cal보다 더 든다. 예를 들어 208C에서 증발

잠열(latent heat of evaporation)은 1g에 585cal이다. 열이 더 필요한 이유는 끊어내야 할 수소결합이 

더 많기 때문이다. 온도가 높은 물에서 물 분자가 더 심하게 들썩이고 밀쳐대기 때문에 수소결합의 수가 

적다.

그림 5.9 물 안의 수소결합과 세 가지 상태. 

https://goo.gl/Gp5JK5

(a)  고체 상태에서 물은 얼음으로 

존재하고 모든 물 분자 사이에 

수소결합이 있다.

3차원적 결정구조

(b)  액체 상태에서 물 분자 사이에 

수소결합이 몇몇 있다.

수소결합

(c)  기체 상태에서 수소결합은 없

고 물 분자는 빠르고 독립적으

로 움직인다.

화살표는 분자의 운동을 가리킴

고체 액체 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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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결잠열 수증기가 적당히 식으면 이슬이 맺히면서 주위로 응결잠열(latent heat of condensation)을 내

놓는다. 작은 규모로 방출된 열은 음식을 익히는 데 충분하다. 이것이 찜기의 원리이다. 큰 규모에선 이 

열은 커다란 폭풍 심지어 태풍을 일으킨다(제6장 ‘대기－해양 상호작용’ 참조).

결빙잠열 물이 얼 때도 열이 나온다. 물이 얼 때 방출되는 열의 양은 물이 처음 녹을 때 흡수한 것과 같은 

양이다. 따라서 결빙잠열(latent heat of freezing)은 융해잠열과 똑같다. 마찬가지로 기화와 응결의 잠열은 

동일하다.

전 지구 온도제어 효과 대다수의 사람들은 가정용 자동온도조절기가 집 안의 온도를 유지하는 방식에 

익숙하다. 지구 또한 자연적인 자동온도조절 장치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주로 물의 속성에 의해 제어된

다. 이러한 온도제어 효과(thermostatic effect: thermos5heat, stasis5standing)에는 지구의 기후에 영

향을 미치는 전 지구 온도의 변동을 완화시키는 물의 고유한 특성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증발－응결 순환

에서 교환되는 엄청난 양의 열에너지는 지구에서 생물이 살도록 도와준다. 태양은 지구에 에너지를 복사

하며 일부는 해양에 저장된다. 증발은 이 열에너지를 해양에서 제거해서 상층 대기로 전달한다. 온도가 

더 낮은 상층 대기에서는 수증기가 구름으로 응결되어 강수(precipitation, 주로 비와 눈)의 공급원이 된

다. 강수가 일어나면 물이 응결잠열을 내놓는다. 그림 5.10의 지도는 이러한 증발과 응결 순환이 어떻게 

저위도 해양으로부터 엄청난 양의 열에너지를 제거해서 열이 부족한 고위도에 그만한 양의 열에너지를 

더해주는지를 보여준다. 여기에 더해서 해빙이 얼 때 방출되는 열은 지구의 극 근방 고위도 지역의 날씨

를 온화하게 해준다.

해양과 대기 사이의 잠열 교환은 매우 효율적이다. 서늘한 위도에서 물이 응결될 때마다 

방출하는 열량은 이들 지역을 따뜻하게 해주는 데 내놓는 열의 양은 그 양의 물이 애초에 증

발할 때 열대 해양에서 제거한 열의 양과 같다. 최종 결과는 물의 열 속성이 지구의 기온이 

크게 요동치는 것을 막아 지구의 기후를 완화시킨다는 것이다. 급속한 환경 변화는 종종 많

북극해

태평양 인도양대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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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도

남회귀선

북회귀선

남극권

북극권

강수 위도

강수 위도강수 위도

강수 위도강수 위도

증발 위도증발 위도

증발 위도 증발 위도 증발 위도

증발 위도

열 방출

열 흡수

그림 5.10 저위도의 남아도는 열을 고위

도의 열 부족 지역으로 옮기는 대기의 수송.   

열대역 해양(증발 위도)에서 

제거된 열은

극 지방으로 옮겨지고

(주황색 화살표)

고위도(강수 위도)에서 강수를 통해 방출

되어 지구의 기후를 완화시킨다. 

Climate

Conn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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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생명체를 죽음으로 내몰기 때문에 우리 행성의 온화한 기후는 지구상에 생명체가 존재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이다.

주야간 온도 차이를 보여주는 그림 5.11에서 해양의 또 다른 자동온도조절 효과를 볼 수 있다. 지도를 보

면 해양에서는 밤과 낮 사이에 온도 차가 거의 없는 데 반해 육지에서는 훨씬 더 크다. 해양과 육지의 이러

한 차이는 물의 열용량이 큰 것에서 비롯되는데, 이로 인해 육지의 흙과 암석보다 물이 훨씬 쉽게 하룻동

안 남아도는 열은 흡수하고 잃는 것을 최소화하는 능력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해안선과 섬을 따라 온도

를 완화시켜주는 해양의 능력을 해양성 효과(marine effect)라고 한다. 이와 달리 바다의 혜택을 덜 받아서 

하루 또는 연중 더 큰 온도 차이 범위를 갖는 지역은 대륙성 효과(continental effect)를 겪는다고 말한다.

열 수축 결과에 따른 물의 밀도

제1장에서 밀도는 단위 부피당 질량이며, 물체가 크기에 대비해서 얼마나 무거운지로 여길 수 있다고 하였다. 

궁극적으로 밀도는 물질의 분자 또는 이온이 얼마나 밀집되어 있는지와 관련이 있다. 전형적인 밀도 단위

는 g cm23이다. 예를 들어 순수한 물의 밀도는 1.0 g cm23이다. 온도, 염분과 압력은 모두 물의 밀도에 영

향을 준다는 점에 주목하자.

대다수의 물질의 밀도는 온도가 낮을수록 커진다. 예를 들어 차가운 공기가 따뜻한 공기보다 밀도가 높

기 때문에 차가운 공기는 가라앉고 따뜻한 공기는 떠오른다. 온도가 낮아짐에 따라 분자가 에너지를 잃고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같은 수의 분자가 공간을 덜 차지하므로 밀도가 증가한다. 낮은 온도 때문에 부

피가 줄어든 것을 열 수축(thermal contraction)이라 하는데, 물에서도 일어나지만 특정 온도까지만 발생

한다. 순수한 물은 48C까지는 냉각되면 밀도가 높아진다. 그러나 48C에서 08C까지는 밀도가 낮아진다. 

다시 말해 물은 수축을 멈추고 실제로 팽창하는데, 이런 것은 지구의 수많은 물질들 사이에서도 매우 드

물다. 결과는 얼음이 액체인 물보다 밀도가 낮아서 얼음이 물 위에 뜨는 것이다. 대부분의 다른 물질의 경

북극해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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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회귀선

북회귀선

남극권

북극권

낮에 훨씬 더움낮에 약간 서늘함

낮과 밤의 차이 없음

낮과 밤의 온도차(1979년 1월)

그림 5.11 낮과 밤의 온도차. 지표에서 낮과 밤의 온도차를 보인 지도. 자료는 위성으로 관측한  

1979년 1월 동안에 오후 2시와 오전 2시 온도의 평균적인 차이임.   

해양은 하루 동안에 단지 약간의 

온도 변화를 겪는다(또는 겪지 

않는다).

대륙의 내륙은 밤과 낮 사이에 

       커다란 온도 변화를 겪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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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고체 상태가 액체 상태보다 밀

도가 높으므로 고체는 가라앉는다.

왜 얼음은 액체인 물보다 밀도가 낮

을까? 그림 5.12는 물이 어는점에 접근

함에 따라 분자의 정돈이 어떻게 변하

는지를 보여준다. 그림의 점 a에서 점 

c 사이에서 온도가 208C에서 48C로 내

려가면서 밀도는 0.9982 g/cm3에서 

1.0000 g/cm3로 높아진다. 밀도가 높

아지는 이유는 물 분자의 운동이 점점 

둔해져서 물 분자가 차지하는 공간이 

줄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점 c의 창

에는 점 a 또는 b의 창보다 물 분자가 

많이 들어간다. 온도가 48C 아래로 내

려가면 얼음 결정이 만들어지게끔 물 

분자가 정렬하기 때문에 전체 부피가 

다시 커진다. 얼음 결정은 물 분자가 

넓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큰 덩어리

로 된 개방된 육면체 구조이다. 이들의 

특징적인 육각형 모양(그림 5.13)은 물 

분자 사이의 수소결합으로 인한 육각

형 분자 구조를 닮았다(그림 5.9a 참조). 물이 완전히 얼게 될 즈음에는(점 e) 얼음의 밀도는 물이 최대 밀

도에 이르는 온도인 48C에서의 밀도보다 훨씬 낮다.

물이 얼면 부피는 약 9%만큼 늘어난다. 냉동실에 음료를 ‘잠깐’ 넣어놓으려다 깜빡 잊어버렸던 사람

은 물이 얼면서 팽창하는 바람에 부피가 커지는 현상을 경험했을 것이다. 대개는 음료 용기가 깨진다(그림 

5.14). 얼음이 팽창할 때 가해지는 힘은 암석을 쪼개고, 도로와 보도의 포장에 금이 가게하고, 수도관을 동

파시킬 만큼 강력하다.

담수에 압력을 가하거나 용해된 물질을 첨가하면 둘 다 얼음이 어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물의 최대 밀도에 이르는 온도가 낮아진다. 예를 들어서 압

력을 높이면 할당된 부피 안에서 물 분자의 수가 많아져서 분자들이 밀집되

므로 부피가 큰 얼음 결정이 만들어지는 데 쓰일 공간이 줄어든다. 한편으로 

용해된 물질의 양을 늘리면 얼음 결정 구조를 이루는 데 필요한 수소결합의 

형성을 억제한다. 두 경우 모두 정상 압력에서 담수를 얼렸을 때와 같은 양의 

얼음 결정을 만들려면 더 많은 에너지가 제거되어야 하므로 물이 어는 온도

를 낮춘다.

용해된 고형물은 물의 빙점을 낮추기 때문에 이는 지구의 아주 추운 극지

역(그리고 그곳에서도 표면에만) 말고는 대부분의 해수가 거의 얼지 않는 이

유 중 하나이다. 추운 기후대에서 겨울 동안에 도로와 보도에 염을 뿌리는 이

유도 같은 원리가 바탕에 있다. 염은 물의 어는 온도를 낮추어 도로와 보도가 

평소에 어는 온도보다 몇 도나 낮은 온도에서도 얼음이 없게 해준다.

그림 5.13 눈송이. 실제 눈송이를 500배가량 확대하여 찍은 주사현미

경 사진. 육각형은 수소결합에 따라 물 분자가 이룬 내부 구조를 반영한다.

Web Animation
물이 어는것

https://goo.gl/8llRu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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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2 온도와 얼음의 형성의 함수인 물의 밀도. 곡선들은 얼 때 담수의 밀도(빨간색 선)

와 전형적인 액체의 밀도(초록색 선)를 나타낸다. 삽입된 물 분자 그림은 상태별 밀도를 보여준다. 

점  a, b, c, d, e에 대한 설명은 본문을 보기 바람. 

https://goo.gl/rAbR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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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가 벌어진 열린 

구조는 얼음의 밀도

를 낮추어서 물에 

뜨게 만든다. 

0℃에서 얼음이 얼기 시

작하고 물의 밀도는 갑

자기 줄어든다. 물이 모

두 얼면 밀도는 0.9170 

g/cm-3으로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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