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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열역학의 범위

l열역학은상태의변화에따른물질의성질을연구하는학문으로에너지 , 일
및열사이의모든관계를유도해낼수있다.

l열역학의 범위

Ø 에너지의 변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취급

l열역학의 목적

Ø 경험과 실험에 기반을 두고 작은 수의 공리적 가정을 받아들여 알
려져 있는 최소의 정보로부터 가급적 많은 양의 자료를 얻는데 목적이
있다.

l물질의 상태 기술방법

Ø미시적(Microscopic) 관점

Ø거시적(Macroscopic)관점

l열역학은상태의변화에따른물질의성질을연구하는학문으로에너지 , 일
및열사이의모든관계를유도해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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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전문용어

l열역학시스템

Ø 분명히 정의된 경계로써 가상적으로 분리된 물질의 집합

① 밀폐시스템 : 그 경계를 통하여 물질이 통과하지 않는 시스템

② 개방시스템 : 그 경계를 통하여 물질이 통과하는 시스템

③ 고립시스템 : 주위로부터 완전히 고립되어 있어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시스템으로서 일, 열 등 어떠한 형태의 에너지와 물질
도 통과하지 않는 시스템

l열역학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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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시스템의 상태

Ø 균일한 시스템에서 모든 측정 가능한 물리적 성질이 특정한 값을
가질 때 시스템은 어떤 상태(state)에 있다고 하며 이러한 성질을 시
스템의 열역학적 성질 또는 변수라고 한다.

Ø시스템의 성질은 시스템을 특징지을 수 있는 모든 양이므로 시스템
의 모든 성질이 동일하면 두 시스템의 상태는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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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열역학적성질

① 강성적 성질 : 시스템의 질량과 무관한 성질(압력, 온도 등)

② 종량적 성질 : 시스템의 질량에 비례하여 변화하는 성질(체적, 
에너지 등)

l과정과 사이클

① 과정: 시스템이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화할 때 각 상태의
연속된 경로

② 사이클 : 최초상태의 시스템이 다른 과정을 지나 최종에는 최초상
태로 되돌아 갈 때 시스템은 사이클을 이루었다고 하며 사이클이
완료되면 모든 성질은 시스템이 최초에 가졌던 성질과 동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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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열역학적평형

Ø 시스템이 주위로부터 고립되어 경계를 통한 일이나 열의 출입이 없
을 때, 또 시간이 경과하여도 시스템 안에 더 이상의 아무런 변화
가 없을 때 시스템은 열역학적 평형상태에 있다고 한다. 이 때 압
력, 온도와 같은 성질이 모두 균일함.

Ø 역학적평형, 열적평형 및 화학적 평형이 모두 성립될 때 열역학적
평형을 이룸.

l가역과정과 비가역과정

① 가역과정(reversible process): 시스템이 행한 과정을 역으로 행할
때 주위에 어떤 영향도 나타내지 않는 이상적인 과정이며 평형상태
가 연속되는 과정

② 비가역과정(irreversible process ): 가역과정이 아닌 과정으로 실
제과정(real process)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l열역학적평형

Ø 시스템이 주위로부터 고립되어 경계를 통한 일이나 열의 출입이 없
을 때, 또 시간이 경과하여도 시스템 안에 더 이상의 아무런 변화
가 없을 때 시스템은 열역학적 평형상태에 있다고 한다. 이 때 압
력, 온도와 같은 성질이 모두 균일함.

Ø 역학적평형, 열적평형 및 화학적 평형이 모두 성립될 때 열역학적
평형을 이룸.

l가역과정과 비가역과정

① 가역과정(reversible process): 시스템이 행한 과정을 역으로 행할
때 주위에 어떤 영향도 나타내지 않는 이상적인 과정이며 평형상태
가 연속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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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정(real process)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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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열기관과냉동기

① 열기관: 열원으로부터 열을 공급받아 일부의 열을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의 열원으로 전달하며 일을 계속적으로 발생시키는 장치

② 냉동기: 열기관과 반대로 저온의 열원으로부터 고온의 열원으로 사
이클을 이루며 열을 전달시킬 수 있는 장치

u열기관의열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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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열기관과냉동기

① 열기관: 열원으로부터 열을 공급받아 일부의 열을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의 열원으로 전달하며 일을 계속적으로 발생시키는 장치

② 냉동기: 열기관과 반대로 저온의 열원으로부터 고온의 열원으로 사
이클을 이루며 열을 전달시킬 수 있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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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기본개념과 정의

l비체적(specific volume)

Ø 물질 단위질량의 체적: 

Ø 체적이 V, 질량이 m인 균일한 물질인 경우

Ø 국제단위계:

Ø 밀도와의 관계: ,

l몰

Ø 탄소의 동위원소 중 12C의 질량 0.012kg에 해당하는 탄소원자의 수를 아보가
드로수라고 하며 이수에 대응하는 물질의 양을 1몰(mole)이라고 한다.

Ø 분자량(molar mass): 물질 1몰의 질량, M으로 표시

Ø 물질 n몰의 질량 m=nM

l비체적(specific vol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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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압력(pressure)

Ø 단위면적에 작용하는 힘: 

Ø 국제단위계:

Ø절대압력, 진공, 계기압력과의 관계

l압력(pressure)

Ø 단위면적에 작용하는 힘: 

Ø 국제단위계:

Ø절대압력, 진공, 계기압력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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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열역학제 0법칙

Ø 온도가 서로 다른 두 물체 A와 B를 서로 접촉시켜 두 물체의 외부를 단열된 상
태로 충분히 오랜 시간 놓아두면 서로 뜨겁고 차가운 정도가 동일하게 되는데 이
를 열적평형에 도달하였다고 한다.

Ø 위의 물체 A와 제 3의 물체 C가 열적평형상태에 도달하여 위와 동일한 상태에
이르렀다면 물체 B와 C를 서로 접촉시킨다 하더라도 그 이상의 아무런 변화가 일
어나지 않는 열적평형상태에 있게 된다. 

ØTA=TB, TA=TC, 그러므로 TB=TC 가 된다. : 열역학 0법칙

Ø 이 때 물체 A를 온도계로 사용할 수 있다.

l열역학제 0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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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일

l일의정의(work)

Ø힘이 어느 이동거리만큼 작용하였을때 이동방향의 힘의 성분과 거리의 곱

Ø체적팽창과 압축에 의한 일: 실린더와 피스톤 사이의 기체가 팽창 또는 압축
되는 경우

Ø상태 1과 2사이의 과정에서의 일:

)(
2

1
dzFdyFdxFW zyx ++= ò

l일의정의(work)

Ø힘이 어느 이동거리만큼 작용하였을때 이동방향의 힘의 성분과 거리의 곱

Ø체적팽창과 압축에 의한 일: 실린더와 피스톤 사이의 기체가 팽창 또는 압축
되는 경우

Ø상태 1과 2사이의 과정에서의 일:

PdVPAdxW ==d

ò=
2

112 PdV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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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일의정의(work)

Ø중력장에서의 일:

, 

Ø표면장력에 의한 일: 

Ø축 일: 

zmgW D=12

ò -=
2

112 FdLW

l일의정의(work)

Ø중력장에서의 일:

, 

Ø표면장력에 의한 일: 

Ø축 일: qD= TW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