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6 장 화학결합

화학결합 : 화합물에서 원자들을 붙들어 매는 인력.

1. 이온결합 (ionic bonding) : 하나의 원자나 원자의 그룹에서 다른 곳으로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알짜 전자 이동으로 생성되는 이온들 사이의

정전기적 상호 작용의 결과로 형성. – 이온 결합 화합물

2. 공유결합 (covalent bonding) : 두 원자 사이에 한 쌍 또는 여러 쌍의2. 공유결합 (covalent bonding) : 두 원자 사이에 한 쌍 또는 여러 쌍의

전자를 공유함으로써 형성. – 공유 결합 화합물



성 질



6-1  원자의 루이스 구조식

원소의 최외각 전자 수와 배치 à 화학 결합뿐 아니라 화학적 물리적 성질 결정

à 화학적으로 중요한 원자가 전자 (valence electron )

à 루이스 점 구조식, 루이스 점 표시, 루이스 구조식

(s, p 궤도함수만이 점으로 표시)





이온 결합
6-2  이온성 화합물의 형성

이온 (ion) : 전하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원자 또는 원자단
1. 양이온 (cation) : 전자를 양성자보다 적게 가진 양으로 하전된 이온.
2. 음이온(anion) : 전자를 양성자보다 많이 가져 음으로 하전된 이온.

* 단원자 이온 : 하나의 원자로만 구성된 이온, Cl-

다원자 이온 : 두 개 이상의 원자를 포함한 이온, NH4
+

이온결합



IA족금속(Na)과 VIIA족비금속(Cl)

Na+은 Ne과 등전자
Cl-는 Ar과 등전자

:  Na와 Cl의 반응
루이스 구조식





IA족금속(Li)과 VIA족비금속(O)



IIIA



공유 결합
6-3 공유 결합의 형성

: 분자 내의 원자들 사이의 결합(분자 내 결합)은 상대적으로 강하나,   
분자 사이의 인력(분자간 힘)은 약하다.
à 녹는점, 끊는점 : 이온결합 > 공유결합à 녹는점, 끊는점 : 이온결합 > 공유결합





* 루이스 식에서 각각의 공유 전자 쌍을 두 점으로 표시하거나 하나의 막대 선으로 표시



결합전자쌍과 고립전자쌍

결합의 형태와 결합 차수

결합차수 (bond order)– 결합하는 원자들이 공유하는 전자쌍의 수
단일 공유 결합 (single covalent bond) : 1쌍의 전자를 공유한다. à 단일결합
이중 공유 결합 (double covalent bond) : 2 쌍의 전자를 공유한다. à 이중결합

단일결합(single bond)
결합차수 1

이중결합(double bond)
결합차수 2

삼중결합(triple bond)
결합차수 3

삼중 공유 결합 (triple covalent bond) : 3쌍의 전자를 공유한다. à 삼중결합



6-4  분자와 다원자 이온의 루이스 구조식

물분자 à
H2O

이산화 탄소 à
CO2

암모늄 이온암모늄 이온 à
NH4

+



6-5  옥테트 법칙

à외각에 8개의 전자를 가진다.
(He은 예외)

à 옥테트 법칙(팔중항 법칙)

F2

HF



루이스 구조에서 옥테트 규칙의 이용

단일결합을 가지는분자의 Lewis 구조

예) NF3 (nitrogen trifluoride, 삼플루오린화 질소)

1단계 – 중심원자결정, 각 원자를 상대적 위치에 놓는다.
분자식이 ABn인 분자의 경우 족 숫자가 작은 원자를 중심에 놓는다
중심원자는 일반적으로 전기음성도가 작다

N – 5족, F – 7족



2단계 – 총원자가 전자수 파악

N - 5족 - 원자가 전자수 - 5개
F- 7족 - 원자가 전자수 -7개

3단계 – 중심원자와 주위원자들을 단일결합으로 연결하고 각 결합마다
2개의 전자를 배정 – 각 단일결합마다 2개씩의 전자를 뺀다.

4단계 – 각원자에 8개씩 전자를 가지도록 남아있는 전자쌍 배분 (H는 2개)

총원자가 전자수 확인 à26 개



다중결합을 가지는 분자의 루이스 구조

-1~4단계 후 중심원자가(여러 중심 원자중 하나) 가 옥테트를 이룰 수 없을 때
à 다중결합 존재 à 5 단계필요

5단계 – 중심원자가 옥테트 만족 못하면 주위원자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을
중심원자와 결합 전자쌍으로 변화시켜 다중결합 만든다.















유기화합물 루이스 구조식



6-6  공명

공명 : 두 개 이상의 루이스의 구조식이 그려질 수 있는 것.

점선 : C 와 O 원자들 사이에 공유된 전자들 일부가
4개의 원자들 상이에 비편재 되어 있다.







6-7  루이스 구조식에서 옥테트 법칙의 한계



6-8  극성과 비극성 공유결합

공유결합 1. 비극성 공유결합 : 전자 쌍을 동등하게 공유, 전기 음성도가 같다, H2

2. 극성 공유결합 : 전기음성도가 다르며 전자 쌍을 동등하게 공유하지
않는 공유, HF

: 이핵 2원자 분자.
: 전하의 분리는 전기 쌍극자 (dipole)를 만든다.

부분적 음전하

부분적 양전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