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장 기체와 분자 운동론
9-1 고체, 액체 및 기체의 비교

물질은 세 가지 물리적 상태인 고체, 액체, 기체로 존재!!!





9-2 기체의 몇 가지 일반적인 성질

액체 고체로부터 기체의 구분

1.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따라 크게 변화한다.

2.  기체의 부피는 온도에 따라 크게 변화한다.

3.  기체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도를 갖는다.3.  기체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도를 갖는다.

4.  대부분의 기체는 정상조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밀도를 갖는다.

5.  기체는 혼합된다.



9-3 압력
압력 (pressure) :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힘으로 정의.



압력의 단위

압력의 SI 단위 (국제 단위 체계) : 파스칼 (pascal, Pa)
1 m2의 면적당 작용하는 1 뉴턴(newton, N)의 힘

1 Pa = 1 N/m2

(1 N = 1kg·m/s2)

표준기압 (standard atmosphere, atm)

1 atm = 101.325 kPa = 1.01325 x 105 Pa

기압계의 측정 : 1 mm Hg = 1 torr

1 torr = 1 mmHg = 1/760 atm = 101.325/ 760  kPa = 133.322 Pa
(1 대기압(atm) = 760 mmHg = 760 torr 0oC)

화학에서 보다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1 bar

1 bar = 1 x102 kPa = 1 x 105 Pa





4가지 기체 변수 : 압력(P), 부피(V), 온도(T), 양(몰수 n)

4가지 기체 변수 사이의 3가지 법칙 : 1. 보일의 법칙 : 부피와 압력의 관계 (9-4)

2. 샤를의 법칙 : 부피와 온도의 관계 (9-5)

3. 아보가드로의 법칙 : 부피와 양의 관계 (9-8)3. 아보가드로의 법칙 : 부피와 양의 관계 (9-8)

à 이들 각각의 효과를 이상기체 법칙(ideal gas law, 이상기체 방정식)

이라는 하나의 관계식으로 묶을 수 있다. (9-9)



9-4 보일의 법칙
: 부피 – 압력 관계



보일의 법칙







9-5 샤를의 법칙: 부피 – 온도 관계 ; 절대온도

V/T = k (상수) 



온도 à K





9-6 표준 온도와 압력

STP =  0 oC (273.15 K)와 1대기압(1 atm =760 torr)



9-7 결합 기체 법칙 방정식

보일의 법칙과 샤를의 법칙을 하나의 결합 기체 법칙 방정식으로 :







9-8 아보가드로의 법칙과 표준 몰 부피

아보가드로 가설

아보가드로 법칙



표준 몰 부피: 1 mol의 이상기체는 STP에서 22.414 L의 부피를 차지한다



밀도 = g/L





9-9 기체 법칙의 요약: 이상 기체 방정식

이상기체의 거동 :

이상기체방정식(ideal gas equation), 이상기체법칙

R : 기체 상수, universal gas constant









1 ft3 = 28.3 L





9-10 기체 물질의 분자량과 분자식 결정

이상기체법칙을 이용해서 몰수 구하고 질량을 몰수로 나누면 분자량이 된다.





9-11 돌턴의 분압 법칙

:기체 혼합물에서 기체의 총 몰수는
각각의 몰수 합과 같다

:이상기체 방정식에
대입한다







어떤 혼합물에서
성분 A의 몰 분율 (mole fraction, XA)

B

XA + XB + XC ….  = 1











9-12 기체와 관련된 반응에서 질량-부피 관계

탄화수소 연소

2NaN3 (s) à 2Na(s)  + 3N2(g) 분해반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