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의 사용

공업용수 : 종이 8장 (물 1갤런), 휘발유 1갤런 (물 80갤런), 못 1상자 (물 25갤런)

(440억 갤런)(440억 갤런)



가정에서 사용하는 평균 물 사용량 : 74 갤런

- 절수 장치를 통하여 평균 51.9 갤런으로 감소 가능



물의 오염원

- 열, 방사선 동위 원소, 유독한 금속 양이온과 음이온, 유기물, 산, 알칼리 등

3.4 깨끗한 물과 오염된 물의 차이는 무엇인가?



깨끗한 물에서 발견되는 물질들 :물이 절대적으로 순수하지 않다

NONO



깨끗한 물 법령 (미국)

- 1972년 미국환경보호국 (EPA)이 시설로 부터 자연수에 버릴 수 있는 물 오염

물질들의 최대량 같은 배출기준 제시

- 물을 버리기 전에 폐수를 정화.



3.5 수질에 대한 유해 산업폐기물의 영향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공업오염 물질

- 폐기물에 들어 있는 물질이 빗물에 용해되어 지하수로 부분적으로 유입



1976년 미 의회 자연보호와 회복법 (RCRA, Resource Conservation and Recovery Act )

- ‘유해 폐기물 배출자 에게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무한 책임 부여

1986년 California, 안전한 식수와 독극물 시행령 “제안 65”.

[과거]
쓰레기와 화학물질을 금속 드럼통
à지하에 직접 묻음
à지하수와 지표수로 방출

[오늘날]
몇몇의 유해폐기물
à플라스틱 천을 깔아 안전한 매립지에
묻는다.



가정 폐기물

: 산업체 보다 폐기물의 분리가

더 어렸다.

: 가정용품에 들어 있는 화합물

이 매립지로 가면 자연수에 유입

될 수 있다.

3.6 수질에 영향을 끼치는 가정 폐기물



오염 물질 : 중금속 이온들

- 니켈(Ni), 크롬(Cr), 카드뮴(Cd), 수은(Hg), 납(Pb), 비소(As) 등

수은

- 실온에서 금속 광택을 띄는 휘발성인 액체

- 수은 원자는 독성 Hg2
2+ [수은(I) 이온] Hg2+ [수은(II) 이온]으로 산화

- 인체에서 쉽게 제거 불가능. (축적)

- 산업체에서 사용 (예) 수은 온도계, 형광등

(형광등속에 개당 약 60 mg의 수은이 있으며 폐 형광등이 쓰레기 매립지에 처리

될 때 산화되는 수은이 방출되고 폐기물과 접촉하여 물속에 녹아 들게 된다)

3.7 물속에서 자주 발견되는 독성원소

오염 물질 : 중금속 이온들

- 니켈(Ni), 크롬(Cr), 카드뮴(Cd), 수은(Hg), 납(Pb), 비소(As) 등

수은

- 실온에서 금속 광택을 띄는 휘발성인 액체

- 수은 원자는 독성 Hg2
2+ [수은(I) 이온] Hg2+ [수은(II) 이온]으로 산화

- 인체에서 쉽게 제거 불가능. (축적)

- 산업체에서 사용 (예) 수은 온도계, 형광등

(형광등속에 개당 약 60 mg의 수은이 있으며 폐 형광등이 쓰레기 매립지에 처리

될 때 산화되는 수은이 방출되고 폐기물과 접촉하여 물속에 녹아 들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