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2007, Vol. 51, No. 6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물의 상평형 그림에 대한 오해와 이해: 대기 중 물의 증발과 
얼음의 승화

박 종 윤*
이화여자대학교 과학교육과

(2007. 8. 8 접수)

Misunderstanding and Understanding of the Phase Diagram for Water: 
Water Evaporation and Ice Sublimation in the Atmosphere

Jong-Yoon Park*
Department of Science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120-750, Korea 

(Received August 8, 2007)

요 약. 본 연구에서는 대기 중에서 물의 증발이나 얼음의 승화와 같은 물의 상태 변화를 물의 상평형 그 

림을 이용하여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물의 상평형 그림은 1성분계의 상평형을 나타 

낸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물만 존재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공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액체 물 또 

는 고체 얼음이 있으면 항상 공기 중에 수증기가 공존하게 되며, 이 때 물 또는 얼음의 압력은 공기 중 수증 

기의 부분 압력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상평형 그림에 하나의 점으로 그 상태를 나타낼 수 없다. 그러나 공 

기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포화 수증기압은 물만 존재하는 경우와 거의 차이가 없으므로 상평형 그림의 증기 압 

력 곡선과 승화 곡선을 이용하여 대기 중에서 물의 증발과 얼음의 승화를 설명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주제 어: 상평형 그림, 증발, 승화, 증기 압력, 압력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how to use the phase diagram for water to explain the evaporation 
and sublimation in the atmospheric condition. In principle, the phase diagram for water represents a one component sys
tem so it cannot be applied to the water contact with the air. When the liquid or solid phase of water exists in the air, 
always water vapor also exists in the air. In this case, we cannot present this state as a single point on the phase diagram 
because the pressure of the liquid or solid is different from that of the vapor in the air. However, since the saturation vapor 
pressure of liquid or solid is altered by negligible amount due to the presence of air, the evaporation and sublimation 
in the atmospheric condition can be explained using the vapor pressure line and sublimation line on the phase diagram.

Keywords: Phase Diagram, Evaporation, Sublimation, Vapor Pressure, Pressure

서 론

과학교육을 하는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는 학생들 

이 자연 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다. 우리나라 제 7차 교육과정에서도 화학 II 교과의 

목표 중 첫 번째가 “탐구 활동을 통하여 화학의 기 

본 개념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자연 현상을 설명 

하는 데 이를 적용한다，로 되어 있다」자연 현상을 

설명하는데 사용하는 과학 지식은 자연의 탐구를 통 

해 얻어진 것으로 관찰과 실험으로부터 얻은 사실, 
사실을 일반화한 법칙, 사실과 법칙을 설명하기 위 

한 이론들이다. 따라서 과학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기 

존하는 과학 지식을 잘 알고 있어야 하며, 이를 교수 

적인 변환을 통해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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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어야 한다.2 그러나 일반적으로 과학 지식은 

단순화 시킨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정리되어 있 

는데 비해 자연 현상은 복잡한 상황에서 전개되므 

로 관련 과학 지식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자연 

현상의 조건에 적용하여 설명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자연 현상을 성공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관련되는 과학 지식들의 유기적인 관계를 잘 파악 

하고 있어야 하며, 또한 각 과학 지식들이 적용될 

수 있는 전제 조건이나 제한점을 파악하는 것이 중 

요하다.
물질의 상태 변화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는 현상으로 과학 교과에서 초등학교부터 다루고 

있다」초등학교 4학년에서 물의 상태 변화를 관찰하 

고, 중학교 1학년에서는 물질의 상태와 상태 변화를 

분자 모형으로 설명하고 이를 분자 운동, 에너지와 

관련짓도록 하고 있다. 중학교 3학년에서는 이슬, 구 

름, 비, 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대기 중에서 물의 증 

발과 응결을 통하여 이해하도록 하고 있다. 고등학 

교에서도 화학 I에서 물의 상태 변화와 그 특성을 다 

루고 있으며, 화학 II에서는 물질의 상 변화를 이해 

하고 특히 액체의 증기 압력 곡선을 정량적으로 해 

석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화학 II 교과서에서는 대 

부분 물과 이산화탄소의 상평형 그림을 도입하여 압 

력과 온도 변화에 따른 상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그 

러나 김현희 등3의 연구에 의하면 대부분의 과학 교 

사들이 물의 상평형 그림을 이용하여 대기 중에서 물 

의 상태 변화를 설명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증기와 관련되는 물의 증발, 얼 

음의 승화 현상에 대한 교사들의 이해도가 낮으며, 
학생들이 질문을 해도 제대로 설명해주지 못해 곤혹 

스러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가 이해하지 못 

하는 내용을 학생들에게 설명해주지 못하는 것은 당 

연한 결과일 수밖에 없다.
상평형 그림은 특정 압력과 온도에서 그 물질의 안 

정한 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 물질의 녹는점과 끓 

는점, 특정 온도에서의 증기 압력 등 많은 정보를 포 

함하고 있다. 그러나 상평형 그림을 이용하여 자연 

에서 일어나는 증발과 끓음, 용액의 총괄성인 증기압 

내림, 끓는점 오름, 어는점 내림 등을 설명하려고 할 때 

상평형 그림과 관련된 용어나 전제 조건에 대한 정확 

한 이해가 부족하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 예를 들 

면, 물의 상평형 그림을 보면 1기압, 25*>C의 조건에 

서 물은 액체상으로 존재함을 나타낸다. 그러나 우 

리는 경험에 의해 대기압 하의 25。。에서 물이 증발 

할 수 있음을 알고 있고 따라서 액체 물과 함께 수 

증기도 존재함을 분명히 알고 있다. 또 물의 상평형 

그림에서 얼음의 승화는 삼중점 이하의 압력에서만 

가능한데 화학 II 교과서를 보면 겨울에 영하의 온 

도에서 대기압 하에 있는 얼음이 승화하여 사라지 

는 것을 상평형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 

다.7 그렇다면 물의 상평형 그림이 잘못된 것인가? 
우리는 잘못된 상평형 그림을 교과서에 제시하고 학 

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인가? 이러한 의문은 모 

두 상평형 그림에 대한 교과서의 불충분한 서술과 

이로 인한 교사들의 이해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동안 상평형 그림의 이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연구 결과들이 있으나”이。아직도 중등 교육 현장에 

서는 이와 관련된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므로 

상평형 그림에 대한 과학 교사들의 이해를 돕기 위 

해서 현재 야기되고 있는 혼란에 대해 좀 더 명확한 

해석과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기 중에서 물의 증발과 얼음의 승화 현 

상과 관련하여 선행 연구들에서 나타난 의문점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올바른 이해 방 

안을 제시함으로써 교사들의 의문점을 해소하고 추 

후 교과서 집필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본 론

대기 중 물의 증발과 얼음의 승화 현상을 상평형 

그림으로 설명하는데 있어서 선행 연구들은 여러 

가지 의문점들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 

을 요구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의 

문점은 공기가 있을 때 상평형 그림의 적용과 상평 

형 그림에서 압력의 의미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이 두 가지 의문점을 중심으로 이러한 의 

문점이 나타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고 올 

바른 이해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물 

만 존재하는 경우 상평형 그림의 해석, 공기가 함 

께 존재하는 경우 상평형 그림의 적용과 대기 중에 

서 물의 증발, 상평형 그림에서 압력의 의미, 대기 

중에서 얼음의 승화 등에 대해 차례로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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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phase diagram for water(not drawn to scale).

피스톤 고정1 기압

1기압

(b) (c)

Fig. 2. Water in a syringe fOr thought experiments.
의문 1： 물의 상평형 그림에서 1 기압, 25 °C 에서 

액체상만 존재하는 이유는?

교과서에 나오는 전형적인 물의 상평형 그림은 Fig. 1 
과 같다.1)이 그림에 의하면 압력이 1기압인 경우 온 

도가 0〜100P 사이 ("C와 100 °C는 제외)에서는 물 

이 액체상만으로 존재해야 함을 나타낸다. 그런데 대 

기 중의 자연 조건에서는 이 온도 구간에서 으액체 물 

과 수증기가 공존하고 있다. 상평형 그림에서는 액 

체상과 기체상이 공존하는 것은 증기 압력 곡선(액 

체-기체 경계)에 해당하는 압력, 온도 조건에서만 가 

능함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상평형 그림에 대 

한 해석이 자연 현상과 일치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물의 상평형 그림은 1성분계의 것으로 

물만 존재할 때의 상평형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이다. 
즉, 물만 존재할 때의 현상과 공기가 함께 존재하는 

대기 중에서의 현상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를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의문이 생기게 된 

다. 대부분의 고등학교 화학 II 교과서나 대학의 일 

반화학 교과서들이 이 사실을 명백하게 언급하고 있 

지 않은 것이 이러한 의문을 가지게 된 배경으로 생 

각된다(그러나 한 일반화학 교과서에서는 물의 상평 

형 그림이 물만 존재하는 닫힌계에 대한 것이라는 전 

제를 언급하고 있다」)

그러면 물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과연 1기압, 0〜100 °C 
에서 액체 물만 존재하는가를 알아보자. 실험실은 대 

기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공기가 존재한다. 
따라서 공기가 없이 물만 존재하게 하려면 닫힌계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 물만 존재하는 경우의 상 변화 

를 알아보기 위해 간단한 상상 실험을 해보자.
상상 실험 1: 바늘이 없는 주사기를 사용하여 물을 

빨아들인 후 주사기 끝을 막았다고 하자(Fig. 2(a)). 
이 때의 온도를 25 °C라 하고 대기 압은 1기 압이라고 

하자. 그러면 주사기 속의 물은 1기압 25。。의 상태 

에 있다(주사기 피스톤의 무게 때문에 나타나는 압 

력은 무시한다고 하자. 압력에 대해서는 뒤의 의문 

3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한다). 시간이 지나도 주사기 

속의 물은 여전히 액체상으로 존재할 것이다. 물의 

상평형 그림에서 1기압 25W 에서 액체상이 안정한 

것과 일치한다(Fig. 1의 점 A). 이 조건에서 증발에 

의해 수증기가 생성되지 않는 이유는 25P에서 증 

기 압력은 0.031 기압인데, 주사기를 누르고 있는 대 

기의 압력이 1기압이므로 주사기의 피스톤이 뒤로 

밀려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닫힌계의 경우 비평형 상태에서 평형 상태로 가는 과 

정을 알아보기 위하여 이번에는 압력을 변화시켜보자.

°여기서는 가능한 한 열역학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설명하려 한다. 그러나 열역학 함수를 이해하고 있는 경우에는 더 명확 

하고 쉽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리적인 변화나 화학적인 변화의 방향은 열역학 제 2법칙에 의해 결정되며, 화학 포 

텐셜로 쉽게 설명할 수 있다. 즉, 자발적인 변화는 화학 포텐셜이 낮아지는 방향으로 일어난다. 1성분계의 경우에는 화학 

포텐셜이 몰당 깁스 (Gibbs) 에너지와 동일하며, 몰당 깁스 에너지는 압력과 온도에 의존한다 (dGm=-Sm dT+Vm dP). 그러므로 

물의 상평형 그림에서 특정 압력과 온도에서 안정한 상은 그 조건에서 몰당 깁스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을 나타내는 것이 

다. 두 상이 공존하는 상 경계에서는 그 두 상의 몰당 깁스 에너지가 동일하다. 물론 삼중점에서는 세 상의 몰당 깁스 에너 

지가 동일하다. 대부분의 물리화학 교과서에서 압력이 일정한 경우 온도에 따른 고체, 액체, 기체의 몰당 깁스 에너지 변 

화를 나타낸 그래프와 온도가 일정한 경우 압력에 따른 고체, 액체, 기체의 몰당 깁스 에너지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를 쉽 

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 두 그래프가 상평형 그림의 밑바탕이다. 이 두 그래프를 동시에 나타내어 압력과 온도에 

따른 각 상의 몰당 깁스 에너지 변화를 3차원(Gm, P, T) 그림으로 그리면 각 상의 몰당 깁스 에너지 값은 면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때 가장 낮은 몰당 깁스 에너지 값을 가지는 상을 2차원 (P, T) 으로 나타낸 것이 바로 상평형 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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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 실험 2: 주사기의 피스톤을 손으로 잡아 뒤로 

1 cm 정도 당겨내어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액체 

는 압력에 따라 부피가 거의 변하지 않으므로 주사기 

속에는 피스톤이 뒤로 물러난 만큼 빈 공간이 생기게 

될 것이다. 이 빈 공간은 처음에는 진공이므로 액체 물 

이 받는 압력은 0이 된다. 이 때 주사기의 피스톤은 고 

정되어 있으므로 움직일 수 없는 용기 벽면과 같은 역 

할을 한다. 따라서 주사기 외부의 압력은 1기압이지만 

주사기 내부는 다른 압력으로 존재할 수 있다.
물의 상평형 그림을 보면 25*>C에서 압력이 0.031 기 

압（Fig. 1의 점 B）보다 낮을 때는 기체가 안정한 상이 

다. 그러므로 액체로 존재하는 현재 상태는 비평형 상 

태이고 평형 상태로 가기 위해 액체 물은 기체인 수증 

기로 변하기 시작하며 끓는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이 

다. 액체 물이 받고 있는 압력이 증기 압력인 0.031 기 

압보다 낮기 때문에 액체 내부에서도 기포가 생성될 

수 있으므로 끓게 된다. 액체 물의 일부가 수증기로 변 

하게 되면 수증기가 압력（수증기압）을 나타내게 되고 

액체 물도 수증기가 나타내는 압력을 받게 된다. 이 때 

실제로는 물의 기화에 의해 온도가 내려갈 수 있지만 

주위로부터 열을 흡수하여 온도는 25°C 를 유지한다고 

흐卜자. 액체 물의 기화가 계속되면 수증기압이 점차 증 

가하게 되어 주사기 속의 압력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주사기 속의 압력이 점 B 의 압력보다 낮은 조건에서 

는 기체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안정하므로 액체와 기 

체가 함께 존재하는 주사기 속의 상태는 여전히 비평 

형 상태이고 액체 물의 기화가 계속될 것이다. 주사기 

속의 압력이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점 B 의 압력인 0.031 
기압이 되면 더 이상 알짜 기화가 일어나지 않는 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Fig. 2（b））. 상평형 그림에서 증 

기 압력 곡선 상에 있는 점 B 의 상태에서는 액체상과 

기체상이 모두 안정하기 때문에 평형 상태에서 액체 

와 기체가 공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주사기 속의 물이 아주 소량이고 주사기 내 

부의 부피가 아주 크다면 물이 모두 수증기로 변하 

더라도 수증기압이 0.031기압보다 낮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기체상만 존재하게 되고 Fig. 1의 점 B 보 

다 아래쪽에 있는 한 점（그 때의 수증기압에 해당하 

는 압력）의 상태가 된다.
이번에는 상상 실험 2와 반대로 압력을 높인 경우 

를 생각해보자.
상상 실험 3: 상상 실험 2가 완료된 상태, 즉 Fig. 2（b） 

상태에서 주사기의 피스톤을 놓으면 피스톤은 대기 

압에 의해 1기압의 압력으로 수증기를 밀게 되는데 

수증기는 0.031기압을 나타내므로 피스톤이 수증기 

를 밀고 들어가며 수증기의 압력이 1기압이 될 때까 

지 압축할 것이다. 그러면 다시 25。。, 1기압인 상태 

가 되는데, 이 상태에서는 액체상이 안정하다 （Fig. 1 

의 점 A）. 그러므로 액체상과 기체상이 공존하는 현 

재 상태는 비평형 상태이고, 평형 상태로 가기 위해 

수증기는 액화하게 된다. 이 때도 수증기의 액화에 

의해 온도가 올라갈 수 있지만 주위로 열을 방출하 

여 온도는 25。。를 유지한다고 흐卜자. 액화가 계속되 

면 기체상의 부피가 점점 줄어들다가 결국은 기체상 

이 모두 없어지고 처음과 같이 액체상만 존재하게 된 

다 （Fig. 2（a））. 즉, 주사기 속은 다시 평형에 도달하였 

고 Fig. 1의 점 A 에 해당하는 상태가 된다.

의문 2: 온도가 25 °C 인 대기압 하에서 물과 수증 

기가 함께 존재하는 이유는?
위의 설명에서 보면 물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1기 

압, 25 °C 조건에서 물은 액체상으로만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기 중에서는 1기압（대기압）, 25 °C 
조건에서 액체 물과 수증기가 공존하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그렇다면 공기가 함께 존재하는 경 

우에는 왜 물만 존재하는 경우와 달라지는 것인가? 
이에 대해 정대홍°도 공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물 

의 상평형 그림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결과와 다름을 

언급하고 이 경우에 수증기가 공존할 수 있는 이유 

를 물과 수증기의 자유에너지를 사용하여 정성적으 

로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여기서는 좀 더 자세하게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흐卜자.
공기가 함께 존재하는 경우에는 물만 존재할 때를 

나타내는 물의 상평형 그림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 

다. 이 경우에는 공기의 성분까지 포함한 다성분계 

의 새로운 상평형 그림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물리 

화학 교과서를 보면 2성분계나 3성분계의 상평형 그 

림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는 그러한 

상평형 그림을 교과서에서 본 적이 없다. 아마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아무도 상평형 그림을 그리려고 시 

도하지 않았을지 모른다. 그러면 공기가 존재하는 경 

우에 물의 상평형 그림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인가? 
원칙적으로 공기가 함께 존재하는 경우에는 물의 상 

평형 그림을 이용하여 물의 상태 변화를 설명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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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지만 공기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물의 상평형 그림 

을 활용할 수 있다.
공기가 함께 존재하는 경우에는 물만 있는 경우와 어 

떻게 다른지 알아보기 위해 또 다른 상상 실험을 해보자.
상상 실험 4: 앞의 실험에서와 같이 주사기를 사용 

하는데, 이번에는 주사기로 공기를 먼저 빨아들인 다 

음 다시 물을 빨아들인 후 주사기 끝을 막았다고 해 

보자. 이 때도 온도는 25 °C이고 대기압은 1기압이라 

고 흐］一자. 주사기 속에는 액체 물과 공기가 들어 있고, 

이 때 공기의 압력은 1 기압이고 액체 물이 받는 압 

력도 1기압이다(여기서도 주사기의 피스톤 무게에 의 

한 압력은 무시한다). 시간이 지나서 평형에 도달했 

다면 공기 중에는 25。。에서의 증기 압력만큼 수증 

기가 존재한다(Fig. 2(c)). 즉, 수증기의 부분 압력은 

0.031 기압이고, 수증기를 포함한 공기의 전체 압력은 

1기압이다. 앞의 실험에서와 같이 공기가 없는 경우 

에는 수증기의 압력이 0.031 기압이고 피스톤이 미는 

압력은 1기압이므로 기체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지만 

(Fig. 2(a)), 공기가 함께 존재하는 경우에는 주사기 

내의 공기(수증기 포함)가 나타내는 압력이 1기압이 

고 피스톤이 미는 압력도 1기압이므로 피스톤이 그 

상태로 머물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평형 상태 

에서 액체 물과 수증기가 공존하게 된다.
여기서 물의 상평형 그림과 관련시켜 생각해보자. 

온도는 25。。인데, 압력은 얼마인가? 액체 물이 받는 

압력은 1기압이고, 기체상에서 공기와 함께 존재하 

는 수증기가 나타내는 부분 압력은 0.031 기압이다. 
따라서 액체 물의 압력과 기체상에 포함되어 있는 수 

증기의 부분 압력이 다르기 때문에 상평형 그림에서 

어느 한 점으로 나타낼 수가 없다. 즉, 액체 물을 생 

각하면 Fig. 1의 점 A 에 해당하고, 기체상에 존재하 

는 수증기를 생각하면 Fig. 1의 점 B 에 해당한다. 따 

라서 공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물만 존재할 때를 나 

타낸 물의 상평형 그림을 사용할 수 없음을 알 수 있 

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기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물의 상평형 그림은 여전히 쓸모가 있다. 
공기가 함께 존재하는 경우에도 평형에서 수증기의 

부분 압력은 상평형 그림의 증기 압력 곡선으로부터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살펴보자.
주의 깊은 독자라면 바로 위의 상상 실험 4에서 공 

기가 존재하는 경우에 평형에서 수증기의 부분 압력 

이 0.031 기압이 된다는 것에 대한 아무런 근거를 제 

시하지 않았음을 알아차렸을 것이다. 25。。에서 증기 

압력이 0.031 기압이라는 것은 분명히 물만 존재하는 

경우라고 언급해놓고 왜 공기가 함께 존재할 때 수 

증기의 부분 압력을 그 온도에서의 증기 압력과 동 

일한 값을 갖는다고 하는가?
공기가 존재하는 경우 수증기의 부분 압력은 물의 

증기 압력과 얼마나 달라지는지 생각해보자. 물만 존 

재하는 경우에는 25。。에서 평형에 도달하면 증기 압 

력인 0.031 기압만큼 수증기가 존재하고 액체가 받는 

압력도 수증기가 나타내는 압력인 0.031 기압이다. 이 

와 달리 공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액체 물이 받는 

압력이 1기압이 되는데, 평형에 도달했을 때 공기 중 

에 존재하는 수증기의 부분 압력은 얼마나 될까? 즉, 물 

이 받는 압력이 0.031 기압에서 1기압으로 변하게 되 

면 이와 평형을 이루고 있는 수증기의 압력은 어떻 

게 달라지는지 알아보자. 증기 압력은 그 물질만 존 

재하는 경우에 액체와 평형을 이루고 있는 증기의 압 

력으로 정의되므로 공기가 함께 존재하는 경우에 액 

체 물과 평형을 이루는 수증기의 부분 압력을 증기 

압력과 구별하기 위하여 여기서는 포화 수증기압이 

라고 하자.
물리화학 교과서를 보면 액체가 자신의 증기 압력 

이외에 추가로 압력을 받게 되면 증기의 압력이 증 

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어떤 온도에서 그 물질 

만 존재할 때의 증기 압력이 p 이고, 액체에 추가로 

△P만큼의 압력을 가했을 때의 포화 증기압을 p라고 

하면 ln p/pJVJX^P/RT 의 관계가 성립한다.즈 여기 

서 V0)은 액체상의 몰당 부피 이다. 물의 경우 25 °C 

》액체와 증기가 평형에서 공존하고 있으면 각각의 몰당 깁스 에너지는 동일하다. 그 물질만 존재하는 경우에 평형에서 액체 

와 증기의 압력을 p*라고 하자. 그리고 액체에 추가로 스?만큼 압력이 가해진 후 새로운 평형에 도달했을 때 증기의 부분 

압력이 p로 변화되었다면 액체의 압력은 ^P+p가 될 것이다. 처음 평형과 나중 평형에서 액체와 증기의 몰당 깁스 에너지 

는 각각 서로 같아야 하므로 처음 평형에서 나중 평형으로 가는 동안 액체와 증기의 몰당 깁스 에너지 변화는 같아야 한다. 
온도가 일정한 경우 압력 변화에 따른 액체와 증기의 깁스 에너지 변화는 dGM=Vm(Z) dP, dGm(g)=Vm(g) dp=RT/p dp(완전 기 

체 간주) = RT d ln p이다. 그러므로 j Vm(l) dP=RT j d ln p에서 V0)은 압력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고 보고, 좌변은 p*에서 

△P+p까지 적분하고, 우변은 ln p*에서 ln p까지 적분하면 된다. 여기서 결과를 간단하게 하기 위하여 좌변의 적분 상한을 

△P+p 대신 스卩+p* 로 하면(스?》1可* 이므로 가능한 근사임) Vm(/)AP=RT(ln p - ln p*)=RT ln p/p* 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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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AP롤 1 bar라고 하면 p/p*=1.00073이 되어 포 

화 수증기압이 0.073%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대기 

압 하에서 물의 포화 수증기압은 물만 존재할 때의 

증기 압력에 비해 0.1% 이내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대기압 하에서 물의 포화 수증기압은 물만 

존재할 때의 증기 압력과 거의 차이가 없으므로 물 

의 상평형 그림에 나타나는 증기 압력 곡선을 그대 

로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이 위의 상상 실험 4에서 1 
기압의 공기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물의 포화 수증기 

압은 여전히 0.031 기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이다.
따라서 대기압 하에서도 물의 상평형 그림의 증기 

압력 곡선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물만 존재하는 

경우와 달리 1기압（액체가 받는 압력）, 25。＜2에서는 

액체 물과 수증기가 공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대기 중의 수증기 부분 압력이 그 온도에서의 포화 

수증기압보다 낮으면 증발（알짜 증발）이 일어나게 되 

는 것이다. Fig. 2（c）의 경우에는 닫힌계이므로 수증 

기의 부분 압력이 0.031기압에 도달하게 되면 평형 

을 유지할 것이다. 그러나 대기 중에 노출된 물의 경 

우는 대기 중의 수증기 부분 압력이 포화 수증기압 

보다 낮으면（상대 습도가 100% 미만이면） 계속해서 

증발이 일어나게 된다.

의문 3: 물의 상평형 그림에서 압력의 의미는?
공기가 존재하는 경우에 액체나 고체가 받는 압력 

과 기체상에 존재하는 증기가 나타내는 부분 압력이 

다르기 때문에 상평형 그림에서 압력이 의미하는 것 

이 무엇인지 의문을 품게 된다.
상평형 그림에서 압력은 각 상이 나타내는 압력을 

의미한다. 압력은 단위 면적당 누르는 힘으로 정의 

되는데, 기체의 압력은 기체 입자들이 용기 벽면을 

연속적으로 때리는 힘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잘 알 

고 있다. 그러므로 기체가 나타내는 압력은 그 기체 

한 가지만 있는 경우는 기체의 전체 압력이 되고, 기 

체 혼합물인 경우에는 성분 기체가 나타내는 압력은 

그 기체의 부분 압력이 될 것이다. 고체나 액체의 압 

력은 고체나 액체에 가해진 압력, 또는 고체나 액체 

가 받고 있는 압력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고체나 액 

체가 기체와 접하고 있으면 기체가 나타내는 전체 압 

력이 바로 고체나 액체의 압력이 된다. 그리고 다른 

물체가 고체나 액체를 누르고 있다면 그 물체가 누 

르는 힘에 의해 나타나는 압력을 고체나 액체가 받 

고 있으므로 그 압력이 바로 고체나 액체의 압력이 

된다.
예를 들면, Fig. 2（a）의 경우와 같이 액체 물이 주 

사기의 피스톤과 접촉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사기의 

피스톤이 액체 물을 누르는 힘에 의해 액체의 압력 

이 결정된다. 이 경우에는 주사기의 피스톤이 받고 

있는 대기압과 피스톤 자체의 무게 때문에 나타나는 

압력을 더한 만큼 액체 물이 압력을 받게 된다. 만약 

주사기 피스톤의 질량이 10 g 이고, 주사기의 내부 단 

면적 이 2 cm? 라면 피스톤의 무게 때문에 나타나는 

압력은 P=F/A=mg/A=10x103kgx9.8ms-2/2x104m= 490Pa 
=0.0048 atm이 된다. 따라서 대기 압이 1기 압이라면 

액체 물이 받는 압력은 1.0048기압이 될 것이다. 이 

경우에는 대기압에 비해 주사기 피스톤의 무게에 의 

해 나타나는 압력이 0.5%밖에 되지 않으므로 무시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Fig. 2（b）의 경우에 대기압은 1기압인데 주사 

기 속의 압력은 0.031 기압이 되는 것에 대해 의문을 

품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주사기 피스톤을 고정시 

키고 있기 때문에 피스톤은 움직일 수 없는 용기 벽 

면과 같으므로 주사기 내부의 압력이 외부의 대기압 

과 다를 수 있다. Fig. 2（a）와 Fig. 2（c）에서는 주사기 

의 피스톤이 고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사기의 외부 

압력과 내부 압력이 다르면 압력이 높은 쪽에서 낮 

은 쪽으로 피스톤이 움직이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 

에도 주사기의 실린더 부분은 움직이지 않는 용기 벽 

면이 된다. 즉, 움직일 수 없는 고정된 용기 벽면은 

내부와 외부의 압력이 달라도 움직이지 않게 되는 것 

이다. 물론 압력 차이가 아주 클 때에는 용기 벽면이 

휘는 변형이 일어나거나 파괴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시 상평형 그림으로 돌아가 보면 앞서 언급한 바 

와 같이 상평형 그림은 그 물질만 존재하는 경우를 

나타낸 것으로 이 경우에는 압력의 의미를 쉽게 이 

해할 수 있다. 액체（또는 고체）가 기체와 접촉하고 있 

는 경우에 액체（또는 고체）의 압력은 기체의 압력과 

동일하기 때문에 상평형 그림에서 이 상태를 하나의 

점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액체（또는 고체）가 대 

기와 접촉하고 있는 경우에는 액체（또는 고체）는 대 

기가 나타내는 압력을 받고 있는데 비해 그 물질의 

증기는 기체상의 전체 압력이 아니라 자신의 부분 압 

력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그 물질의 액체 

상（또는 고체상）의 압력과 증기의 압력이 다르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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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므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평형 그림에 

서 어느 한 점으로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상평 

형 그림에 그 상태를 명시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경 

우에도 그 조건에서 액체 또는 고체와 평형을 이루 

는 포화 증기압은 상평형 그림으로부터 알 수 있다. 
즉, 고체-기체 경계（승화 곡선） 또는 액체-기체 경계 

（증기 압력 곡선）에서 그 온도에 해당하는 압력이 포 

화 증기압이 된다（의문 2참조）. 만약 고체나 액체가 

존재하지 않고 공기와 함께 증기만 존재하는 경우에 

는 그 증기의 부분 압력에 해당하는 압력과 온도에 

서 하나의 점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의문 4: -10 P 의 대기압 히에서 얼음의 승화가 가능 

한가?

흔히 추운 겨울날 언 빨래가 마른다든지, 쌓여 있 

는 눈이 줄어드는 것을 승화의 예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물의 상평형 그림을 보면 물은 삼중점 이하 

의 온도와 압력에서 승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물 

의 삼중점은 0.006기압, 0.0 rc 이므로 대기압（1기압） 
하에서는 승화가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 
1기압에서는 상평형 그림을 보면 온도 변화에 따라 

고체가 액체를 거쳐서 기체로 상 변화를 하는 것으 

로 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한 것은 상평형 그림은 그 물 

질만 존재할 때에 해당하는 것이고（의문 1, 2참조）, 
또 기체상에 있는 증기의 압력은 그 물질의 증기가 

나타내는 부분 압력이지 대기압이 아니라는 것이다（의 

문 3참조）. 위의 의문 2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공기 

가 함께 존재하는 경우에는 얼음이 받는 압력（대기 

압）과 수증기가 나타내는 압력（수증기의 부분 압력） 
이 다르게 된다. 만약 공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10* C 
에서 얼음의 증기 압력은 0.0026기압이므로 -10 °C, 
0.0026기압에서는 얼음과 수증기가 공존할 것이다.
대기압 하에서는 위의 의문 2에서 설명한 바와 같 

이 고체 얼음이 추가로 압력을 받는 경우에 해당하 

며 액체 물의 경우와 유사하게 포화 증기압이 증가 

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에는 V（l） 대신에 V（s）를 

583

사용하면 되는데, 물과 얼음의 몰당 부피는 별 차이 

가 없으므로 얼음의 경우에도 1기압의 추가 압력에 

의해 증가되는 수증기의 압력은 0.1% 이내일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공기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얼음의 포화 수 

증기압은 공기가 없는 경우의 증기 압력（상평형 그 

림의 승화 곡선에서 그 온도에 해당하는 압력）을 그 

대로 사용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므로 -10。。에서 

대기 중의 수증기 부분 압력이 증기 압력（포화 수증 

기압）인 0.0026기압보다 낮으면 비평형 상태이므로 

얼음이 수증기로 변하는 승화 현상이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만약 열린계가 아니고 공기가 함께 존재 

하는 닫힌계의 경우라면 얼음이 승화하여 수증기의 

부분 압력이 0.0026기압에 도달하게 되면 더 이상 알 

짜 승화가 일어나지 않는 평형 상태가 될 것이다.
그러면 대기압（1기압） 하에서 얼음의 승화가 일어날 

수 있는 최대 온도는 얼마일까? 1기압에서는 0。。에서 

얼음이 물로 변하게 되므로 0。C가 얼음의 승화가 일어 

날 수 있는 최대 온도가 된다. 즉, 1기압의 대기 조건에 

서 0。。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얼음과 수증기가 공존하 

고, 0〈C보다 높은 온도에서는 물과 수증기가 공존하게 

된다. 0。。에서는 얼음, 물, 수증기가 공존하게 되므로 

공기가 없는 경우의 삼중점과 유사한 상태이다.
정대홍8도 대기압 하에서 얼음의 승화가 가능함을 

설명하였으며, 공기가 존재하는 경우 얼음의 포화 수 

증기압은 공기가 없을 때에 비해 약간의 차이가 있음 

을 고려하면 물의 상평형 그림으로 대기압 하에서 얼 

음의 승화를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공기에 

의해 얼음의 압력이 증가하는 경우 얼음의 포화 수증 

기압이 감소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는데, 압력 변화에 

따른 화학 포텐셜의 변화를 잘못 적용했기 때문이다.3）

결 론

대기 중에서 일어나는 물의 증발이나 얼음의 승화 

와 같은 상태 변화를 상평형 그림으로 설명하기 어 

려운 몇 가지 의문점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러 

"공기가 존재하게 되면 고체인 얼음의 압력이 높아지므로 얼음의 화학포텐셜이 증가하게 되지만 수증기의 부분 압력은 

변하지 않으므로 수증기의 화학포텐셜은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얼음의 화학포텐셜이 수증기의 화학포텐셜보다 높아 

져 비평형 상태가 되므로 얼음이 수증기로 변화된다. 이에 따라 수증기의 부분 압력이 증가하면서 수증기의 화학포텐 

셜이 증가하게 되고 수증기의 화학포텐셜이 얼음의 화학포텐셜과 같아지면 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므로 공 

기가 없는 경우에 비해 공기가 있는 경우에 수증기압이 아주 작은 양이지만 증가하게 된다. 이것을 수식으로 나타낸 

것이 각주 2）의 설명인데, 이 설명에서 액체를 고체로 바꾸어 생각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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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문점들이 나타나게 된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물 

의 상평형 그림과 같이 1성분계의 상평형 그림은 그 

물질만 존재하는 경우를 나타낸 것임을 간과했기 때 

문임을 언급하였다. 따라서 물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물의 상평형 그림을 설명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음 

을 알 수 있었다. 이와 달리 공기가 함께 존재하는 

경우에는 항상 수증기가 존재할 수 있게 된다. 그러 

므로 대기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물의 상평형 그 

림을 원래의 의미대로 사용할 수 없다. 예를 들면, 물 

또는 얼음이 대기와 접촉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기 중 

에 수증기가 함께 존재하게 되는데, 이 상태를 상평 

형 그림 상의 어느 한 점으로 나타낼 수 없다. 왜냐 

하면 고체상이나 액체상의 압력은 대기압과 동일하 

지만 기체상에 포함된 증기의 압력은 그 증기의 부 

분 압력이므로 압력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기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도 상평형 그 

림은 여전히 유용하다. 다만 이 경우에는 공기가 존 

재하기 때문에 언제나 그 물질의 증기가 기체상에 공 

기와 함께 존재한다. 따라서 고체상, 또는 액체상만 

존재하거나 이 두 상만 공존하는 경우는 없다. 그러 

나 공기 존재 때문에 생기는 1기압 정도의 압력 변 

화에 따라 고체상이나 액체상이 나타내는 포화 증기 

압은 거의 변하지 않으므로 공기가 존재하는 경우에 

도 포화 증기압은 상평형 그림의 승화 곡선과 증기 

압력 곡선이 나타내는 증기 압력을 그대로 사용해도 

무방하다. 따라서 대기 중의 수증기압이 승화 곡선 

이나 증기 압력 곡선이 나타내는 증기 압력（포화 수 

증기 압）보다 낮으면 알짜로 승화（고체 T증기 ）나 증발 

（액체T증기）이 일어날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알짜로 승화（증기 T고체 ）나 응축（증기 T액체 ）이 일어 

날 수 있다.
또한 대기 중에서 그 물질의 녹는 온도나 끓는 온 

도도 상평형 그림이 나타내는 정보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특정 압력에서 물질의 녹는 온도는 상평형 

그림의 융해 곡선으로부터 알 수 있다. 고체나 액체 

의 압력은 대기압과 동일하므로 대기압에 해당하는 

압력에서 융해 곡선의 온도를 읽으면 그 압력에서의 

녹는 온도를 알 수 있다. 물질의 끓는 온도는 그 물 

질의 증기 압력이 액체의 압력과 같을 때이다. 대기 

중에 노출된 액체의 압력은 대기압과 같으므로 대기 

압에 해당하는 증기 압력（포화 수증기압）을 가지는 

온도에서 끓게 된다. 그러므로 증기 압력 곡선에서 

대기압에 해당하는 온도가 바로 끓는 온도가 된다. 
이 경우에는 그 증기의 부분 압력이 대기압과 같으 

므로 그 증기의 부분 압력이 바로 전체 압력이 된다. 
즉, 액체 계면 상에는 그 물질의 증기만 존재하게 되 

어 공기가 없는 경우와 동일하다. 열린계에서는 압 

력이 대기압으로 일정하게 유지되므로 액체 계면에 

서 기화해 나오는 그 물질의 증기가 공기를 바깥으 

로 밀어내기 때문에 계면 근처에는 그 물질의 증기 

만 존재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그 

물질의 증기가 나타내는 압력과 액체의 압력이 동일 

하게 되어 상평형 그림에서 하나의 점으로 상태를 나 

타낼 수 있게 된다. 만약 열린계가 아니고 공기를 포 

함한 닫힌계라면 그 물질의 기화에 의해 공기가 밀 

려날 수가 없으므로 압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열린계와는 다른 상황이 된다. 즉, 
그 물질의 증기가 나타내는 부분 압력은 항상 액체 

의 압력보다 낮게 되어 끓는 현상이 관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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