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장 화학식과 화학 양론
2-1 원자와 분자
v돌턴의 원자론 (Dalton’s Atomic Theory)

v원자(atom)는 모든 화학적, 물리적 변화에서 항상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원소의 입자이다.



v원자

: 전자(electron), 양성자(proton), 중성자(neutron)의 세가지
기본입자(fundamental particles)로 이루어져 있다.
: 한 원자를 구성하는 전자와 양성자의 전하 수는 같다.
: 원자번호(atomic number, Z)는 원자핵에 있는 양성자의 개수.



v분자 (molecule)
: 독립적으로 안정하게 존재할 수 있는 원소나 화합물의 가장 작은 입자로
화학결합에 의해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원자의 결합으로 구성된 물질.

이원자분자

다원자분자



화합물 중 분자는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원자들이 화학적으로 결합되어 이루어진다.



전자주사현미경 (Scanning Tunneling Microscope, STM)을 이용하여 원자를 관찰



2-2 화학식(chemical formula)

: 물질의 화학적 조성을 말한다 (화합물에 어떤 원소들이 존재하며,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말해준다.

:단원자 화합물 à 원소 기호를 그대로 쓴다. (Na)
: 화학식에서 원자 기호 옆에 아래첨자로 있는 숫자는 그 원자의 개수를 의미. (P4)
: 동일한 원소가 여러 형태로 존재 하기도 한다. (O2, O3)

: 동일한 원자들이 다른 구조를 이룰 때 동소체라고 한다. (흑연과 다이아몬드)



유기화합물 :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화합물
무기화합물 : 유기화합물을 제외한 화합물



§화학식(chemical formula): 분자에 있는 원자의 개수를 보여준다.
§구조식(structure formula):분자 내에서 원자들이 결합된 연결 순서를 보여준다. 

직선을 그어서 화학 결합을 표시한다.
§공-막대(ball-and-stick)와 공간 채움(space-filling):분자들의 상대적 크기와
배열 형태를 볼 수 있게 한다.





2-3 이온과 이온성 화합물

§이온(ion) : 전하를 띠는 한 원자나 원자들의 집단을 의미.
양이온 (cation) :양전하(positive charge)를 띠는 이온 (Na+), 한 개의 전자 잃음
음이온(anion) : 음전하(negative charge)를 가진 이온(Cl-), 한 개의 전자 얻음

§이온성 화합물 (ionic compound) : 전체 전하가 중성. 양이온과 음이온 = 1:1. (NaCl)
화학식 단위를 그대로 부른다(염화나트륨)

§다원자 이온(polyatomic ion) : 전하를 가지는 원자들의 그룹 (암모늄이온(NH4
+))





2-4 원자량

표준 : 여섯 개의 양성자와 여섯 개의 중성자를 핵에 가진 탄소 원자 질량.
원자량(atomic weight, AW) : 탄소의 원자 질량 (12 amu)의 상대적 계산 값.

원자량의 단위

금 원자는 탄소 원자보다 평균 16.4배 정도 무겁다
à 금 원자 하나의 질량 =16.4 x 12 amu = 197 amu



2-5 몰(mole) 
: 물질의 양에 대한 SI 단위
: 1몰은 항상 같은 수의 입자를 포함하여 물질의 종류에 무관

: 아보가드로 수(Avogadro’s number)
1몰에는 아보가드로 개수만큼의 원자, 분자, 전자 또는 입자가 있다.















55.85gFe /(6.022 x 1023개 Fe) =



2-6 화학식량, 분자량과 몰

이온성 화합물에 사용.

분자량 ( molecular weight) : 분자화합물 (비이온성 화합물)에 사용.







몰 (mole) ★★



이온성 화합물











2-7 화합물의 퍼센트 조성과 구조

화합물의 구조를 알면 그 화학적 조성은 화합물에 있는 각 원소를 질량 퍼센트로

나타낼 수 있다.

CO2

C







2-8 원소 조성으로부터 화학식 유도
2-9 분자식의 결정

실험식 : 가장 간단한 화학식. 화합물을 이루는 각 원자들의 가장 간단한 정수비.
과산화 수소 실험식 HO
부탄의 실험식 C2H5

분자식 : 화합물에 있는 원자의 총 수를 그대로 표기. 실험식에 일정한 정수를 곱해서분자식 : 화합물에 있는 원자의 총 수를 그대로 표기. 실험식에 일정한 정수를 곱해서
얻는다.

분자식 =  n x  실험식 (n은 정수)
과산화 수소 분자식 2 x HO = H2O2

부탄의 분자식 2 x C2H5 = C4H10



S O





C-H를 연소시켜 C와 H를 분석하는 장치
: 질량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화합물을 산소 기류 하에 연소시키면
탄소는 이산화탄소 (CO2)로 수소는 물(H2O)로 전환된다.











2-10 화학식의 이해





산소가





2-11 시료의 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