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장 화학의 기초

화학은 물질의 특성, 물질이 겪는 변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반되는

에너지 변화 등을 다루는 학문이다.



1-1 물질과 에너지

물질(matter) : 질량을 가지면서 공간을 차지하는 것.

에너지(energy) : 일을 하거나 열을 전달하는 능력으로 정의된다.
1. 운동 에너지 – 움직임으로 인해 에너지를 갖게 된다.

곧바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쉽게 다른 물체로 전환.

(어떤 물체에 있는 물질의 양을 측정하는 척도)

곧바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쉽게 다른 물체로 전환.
2. 위치 에너지 – 물체의 위치나 상태 또는 조성에 의한 에너지.

* 발열(exothermic) – 어떤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가 방출되는 경우.
(예: 연소반응)

흡열(endothermic) – 열을 흡수하는 경우.
(예: 얼음이 녹는 것)



질량 보존의 법칙

: 화학적 반응이나 물리적 반응이 일어나는 동안 물질의 양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예 – 금속 마그네슘을 공기 중에서 태운다

à 흰색 분말의 산화 마그네슘 생성

à 산화마그네슘 질량은 마그네슘의 질량과 마그네슘이

연소하면서 결합하는 산소의 질량 합과 같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

:모든 화학적 반응이나 물리적 변화 과정에서 에너지는 생성되거나 소멸
될 수 없다. 단지, 에너지는 그 형태만 바뀔 뿐이다.



1-2 물질의 상태



1-3 화학적 성질과 물리적 성질

1.화학적 성질 (chemical property) : 물질이 조성의 변화를 겪을 때 발생.
(예 – 금속 마그네슘이공기와 결합하여 희색 분말의 산화 마그네슘을 생성)

2. 물리적 성질 (physical property) : 물질의 화학적 조성에 변화없이 관측되고
측정되는 성질.

(예 – 색, 밀도, 녹는점, 끓는점, 전기전도도등)



1-4 화학적 변화와 물리적 변화

1. 화학적변화 :(1)한 가지 혹은 더 많은 물질이 완전히 또는 아주 일부 소멸
(2)한 가지 혹은 더 많은 수의 새로운 물질이 생성.
(3)에너지가 흡수 또는 방출.

2.  물리적 변화 : 화학적 조성의 변화는 전혀 일어 나지 않는다.





1-5 물질,혼합물, 
화합물과 원소

★ ★

소금과 숯소금물, 합금
공기등

(용액)
★

은, 구리등물

★



원소를 표기할 때 특정 기호(symbol)를 사용 한다.



1-6 화학에서의 측정

u모든 측정단위는 미국의 국립표준기술연구소 (NIST,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이전에 국립표준국 NBS, National Bureau of 
Standards)에 의해 제정.

u1964년 국립표준국에서 7개의 기본적인 국제 표준단위(SI)를 채택.

★



•미터법과 SI단위들 사이에는 십진법에 의해 기본 단위들을 곱함으로써 우리가
필요로 하는 단위를 만들 수 있다



1-7 측정의 단위

질량 (mass) : 한 물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양의 척도.(어느 위치에도 변함이 없다)
무게(weight) : 지구 중력에 의해 측정이 된다.(지구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변화되는 값)
•물체의 질량은 위치에 따라 변하지 않으므로 무게보다 더 근본적인 요소

•SI 단위에서 질량 측정의 기본 단위는 킬로그램 (kilogram)이다.

질량과 무게



길이

:SI 단위는 미터(meter)이다.
: 미터는빛이 진공에서 1/299,792,4868초 안에 움직이는 거리 = 39.37 인치(inch)

1 inch = 2.54 cm

부피

: SI 단위는 입방미터 (m3)이다.
: 액체의 부피를 측정하는 유리기구들

– 눈금 실린더,뷰렛 등.



*영국식 단위와 미터법 사이의 전환관계



1-8 숫자의 사용

과학적 표기법
: 아주 작은 숫자들은 0을 연이어 표기하지 않고 과학적 표기법(지수표기법)을 사용.



유효 숫자

: 측정한 사람이 맞다고 믿는 자리 수.

343.5 mm : 4개의 유효 숫자를 가지고 있다.

*정확도 – 측정치가 얼마나 참값에 가까운지 나타낸다.

*정밀도 – 측정 값들이 얼마나 서로 접근해 있는가 나타낸다.

*측정오차 - 측정 값이 매우 정밀하기는 하지만 부정확한 경우.



38.57 mL (4),  288 g (3)

0.052 g  (2)

2007 g (4)
38.0 cm  (3) 

24,300 km (3, 4, 5)
2.43 x 104 km (3)
2.430 x 104 km (4)2.430 x 104 km (4)

1인치 = 2.54 센티미터

최소



27.87 g 빼기 21.2342 g



27.87 g 빼기 21.2342 g







1-9 단위 인자법 (치수 분석)

치수분석, 인자 표시법, 단위 인자법 :1을 곱하면 그 값은 변하지 않는다.
1을 곱해서 많은 것들을 전환 시킬 수 있다.















1-10 백분율 (percentage)

한 시료에서 탄소가 전체 질량의 24.4 %를 차지한다면 이것은 시료
전체의 질량을 100으로 볼 때 그 중 24.4의 부분 질량을 탄소가전체의 질량을 100으로 볼 때 그 중 24.4의 부분 질량을 탄소가
차지함을 의미한다.







1-11 밀도와 비중

밀도(density) : 단위 부피 당 질량.
물질의 고유한 특성. 
액체와 고체 밀도 à g/cm3, g/mL
기체 밀도 à g/L











비중 (specific gravity) : 같은 온도에서 물에 대한 그 물체의 밀도 비로 정의.

: 어떤 물체가 물보다 얼마나 더 무거운가를 알려준다.







1-12 열과 온도

열 : 에너지의 한 형태.
항 더 뜨거운 물체에서 차가운 물체로 자발적으로 흐른다.

온도 : 물체가 뜨겁거나 혹은 차거나 하는 열의 세기를 측정.
수은 온도계로 측정. (수은은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다른 액체보다 더 잘

팽창하므로 온도계로 유용)
oC 셀시우스 – 스웨덴의 천문학자 앤더스 셀시우스(Anders Celsius)가 개발.

물의 어는점과 끓는점 à 0 oC, 100 oC (두 점 사이 100단위)
oF 화런하이트 –독일의 기계제작자 가브리엘 화런하이트(Gabriel Fahrenheit)

가 고안.가 고안.
물의 어는점과 끓는점 à 32 oF, 212 oF (두 점 사이 180단위)

K 켈빈 - 과학에서 온도는 주로 켈빈(K, Kelvin) 온도(절대온도)를 사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