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과학
1. 전기와 자기
2. 열역학

4.1.3 전자기학의 기본 법칙
- 최초 정전기의 발견 : 탈레스
-

18세기 말: 자기력(미첼) 과 전기력(프리스틀리)이 역자승에 비례하는 힘임을 알아냄.
그러나, 힘 / 거리 / 전하 또는 자하의 관계를 수학적으로 정립하지는 못함.

- 프랭클린(1706-1790) : 양전기와 음전기의 발견/ 같은 종류는 서로 반발, 다른 종
류는 끌어 당김.

고정대

(1) 전기장과 자기장
-

철사줄

쿨롱(C. A. Coulomb 1738-1806)
비틀림 저울을 사용한 실험
쿨롱의 법칙 : “ 두 전하 사이의 힘이
거리의 제곱에 역비례하고 전하의 곱에 비례”
전기력이라는 힘의 설명

q1
q2

장(field)의 개념이 도입됨(전기장)

- 볼타(1745-1827) : 화학 전지 발명. 흐르는 전기 (전류)를 발생, 다른 전기 연구에
사용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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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옴(1787-1854) : 옴의 법칙 발견. 전류, 전압, 저항 사이의 관계를 정량화.

<전기장에 대한 가우스법칙>
- 임의의 폐곡면을 관통하여 밖으로 나가는 전기력선속의 합은 곡면내부의 전하의 합에 비
례

<자기장에 대한 가우스법칙>
- 임의의 폐곡면을 관통하여 밖으로 나가는 자기력선의 합은 0
- 역선속의 합이 0인 이유는 자기홀극이 존재하지 않고 항상 N극과 S극이 함께 쌍으로

존재하기 때문

N 극

N
N

S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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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생성
-외스테드(H. C. Oersted, 1777-1851) :

전하가 움직이며 전류가 되며, 전류가 그

주위에 자기장을 만든다는 사실 발견.
<암페어(A. M. Ampere, 1775-1836)의 법칙>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는 자기장이 생기는데 그 자기장은 전류의 세기에 비례

(3) 자기장에 의한 전류의 발생
-패러데이(M. Faraday, 1791-1867) :

폐회로인 코일근방에 자석을 움직이면 폐회로

에 전류가 발생하는 것을 발견
<패러데이의 법칙>
- 폐회로를 관통하는 자기력선속이 변하면

그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생

김.

- 변화하는 자기와 전기 사이의 관계를 정량화,
- 발전기의 원리, 전기공업에 지대한 공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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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와 자기의 본질
전기

자기

힘

전기를 띤 물체 사이에 작용.

자기를 띤 물체 사이에 작용.

근원

물질의 기본 구성단위(전자, 양
성자 등).

자성체// 전자.
전자석// 전류(전기의 흐름).

종류

양 음(홀극 존재함).

N S(홀극 존재 않음).

정량화

전하량.

자기모멘트.

표준 단위

쿨롱(C).

T 테슬라(자기장 단위). gauss

기본 크기

1.6ⅹ10-19C .
전자와 양성자의 전하량은 같으
나 부호는 반대.
물체의 전하량은 구성단위들이
가진 전하량의 대수적 합.

홀극이 없으므로 부호의 절대적
의미는 없음.
자성체의 자기모멘트는 구성단
위들이 가진 자기모멘트의 기하
학적 합.
전자석의 경우는 전류와 도선의
모양에 의해 결정됨.

전기와 자기의 구분
전기

자기

구분

양 전기// 전기장의 방향이 전하
로부터 나옴.
음 전기// 전기장의 방향이 전하
로 들어감.

N 극// 자기장의 방향이 극으로
부터 나옴.
S 극// 자기장의 방향이 극으로
들어감.

홀극

양 전기와 음 전기가 단독으로
존재.

N 극과 S 극이 단독으로 존재하
지는 않음.

보존

우주적 규모로 보존// 한 물질이 홀극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
전기를 띠게 하면 다른 물질은
동으로 보존.
반대 부호의 같은 크기의 전하량
을 가지게 됨.

그림 전기력선과 자기력선// 방향을 그
림과 같이 약속함
출처

4.5 열역학
(1) 18세기 칼로릭이론
- 물체가 뜨거운 이유는 그 속에 칼로릭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며,
물체의 온도가 변하는 것은 그 물체가 칼로릭을 흡수하거나 방출하기 때문
- 칼로릭이론에서 칼로릭은 열의 원소
- 카르노(S. Carnot, 1824)

열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열에너지가 뜨거운 쪽에서 차가운 쪽으로
떨어질 때 생겨난다.
칼로릭은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 쪽으로만 이동한다.
열효율은 열기관의 재료에 상관없이 열기관을 구성하는 두 온도만의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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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열역학의 발달

1) 열역학 제 1법칙
-열역학 제 1 법칙 : “열과 일이 같은 종류의 것으로 서로 변환될 수 있고 합은 보존된다”
- 주울 (J. P. Joule, 1818)
물 속에 있는 물갈퀴가 돌아갈 때 열이 발생해서 온도가
올라감을 확인. 기계적인 일이 소모되면 그에 대응하는
열이 얻어진다는

사실을 확인.

따라서, 발생된 열량은 소비된 일의 양에 비례한다는 결론
(에너지보존 - 열역학제1법칙)
-마이어 : 동남아 열대지방에 사는 사람들의 정맥피가 동맥피보다 붉다는
사실을 앎. 열대지방에서 체온을 유지하는데 다른 곳보다 열이 덜 필요한데
이는 혈액 중의 산소가 적게 소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과 열은 같은
종류의 것이고 그 합은 보존된다는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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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열역학 제 2법칙
- 열역학 제 2법칙은 에너지와 열이 흘러가는 방향에 관한 것(고온->저온)
- 엔트로피 개념 도입
통계학적으로는 무질서도, 열역학적으로는 에너지의 무용도에 해당.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모두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남.
- 열역학 제 1법칙에 의하면 우주의 에너지는 일정하지만, 제 2법칙에 의하면 우주의 엔트로
피는 항상 증가한다. 다른 표현은

효율 100 %의 열기관은 만들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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