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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전자기 복사

 전자기 복사
- 에너지가 공간을 이동하는 방법 중의 하나

- 태양광, 전자 오븐의 파, X선, 난로의 열

- 이들은 모두 파동 성질을 갖고 진공 중에서 빛의 속도로 진행

 파동

- 파장, 진동수, 속도의 세가지 주된 성질

 파장 (wavelength, λ)

- 파동에서 두 개의 인접하는 봉우리와 봉우리, 또는 골과 골 사이의 거리

 진동수 (frequency, ν)

- 공간의 주어진 점을 1초 동안 통과하는 파동의 수 (cycle)

- 모든 형태의 전자기 복사는 동일하게 빛의 속도로 진행

- 짧은 파장의 전자기파는 높은 진동수를 가짐.

λ : 파장 (미터 단위), ν : 진동수 (초당 사이클 수: 헤르츠(Hz)), 
c : 2.9979 x 108 m/s



7.1 전자기 복사

그림 7.1 파동의 본질. 해양

파도의 많은 속성은 빛의 파

동과 동일하다. 가장 짧은 파

장의 빛이 가장 높은 진동수

를 갖는다는 사실에 주목하라.



그림 7.2  전자기 복사선의 분류.

태양 광선 벽 난로의 열 전자 레인지

7.1 전자기 복사



7.1 전자기 복사

불꽃놀이에서 보는 화려한 붉은색은 Sr(NO3)2나 SrCO3와 같은 스트론튬의 염들을 가열할 때 나오

는 650 nm 근처의 파장을 갖는 빛 때문이다(실험실에서 이들 염들 중 하나를 약간의 물이 포함된

메탄올에 녹인 다음 이 혼합물을 증발 접시에 넣고 불을 붙여서 간단하게 실험할 수 있다). 파장이

6.50 ⨉ 102 nm인 붉은 빛의 진동수를 계산하라.



7.2 물질의 성질

 Planck: 물질은 hv 의 정수배에 해당되는 양의 에너지만 흡수하거나 방출한다.

(1900년) 어떤 계에서 에너지 변화  ∆E = nhv

n : 정수 (1, 2, 3, …), h : planck 상수 (6.626 x 10-34J·s)

v :  흡수/방출되는 전자기 복사선의 진동수

 에너지는 양자화되어 (quantized) 있다.

hv 의 크기를 갖는 작은 에너지의 “꾸러미”  양자 (quantum)

 에너지는 양자의 정수배로 만 전달될 수 있다.

 에너지도 마치 입자와 같은 성질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1900년까지는 물질의 에너지는 연속적이어서 어떤 양의 에너지라도 흡수/방출될 수

있다고 여겨져 왔다.



7.2 물질의 성질

염화 구리(I) 시료는 450 nm의 빛을 방출하면 4.41 ⨉ 10-19 J 단위의 크기의 정수 배만큼

에너지를 잃는데, 이것은 양자의 크기에 해당한다.



E0 = hυ0

 광전 효과 (Einstein, 1905년)

- 빛을 금속 표면에 쪼여주었을 때 전자가 방출되는 현상

- 여러 가지 다른 진동수의 빛을 금속에 조사할 때,

 금속에 따라 특정한 문턱 진동수 υ0 미만의 진동수를 가지는 빛을 조사

 빛의 세기에 관계없이 전자가 방출되지 않음.

- 문턱 진동수보다 큰 진동수를 가지는 빛을 조사

 방출되는 전자의 수는 빛의 세기에 비례하여 증가

 방출되는 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빛의 진동수의 일차 함수로 증가

 문턱 진동수 – 금속 표면으로부터 전자를 떼어내는 데 필요한 최소 에너지

7.2 물질의 성질



 Einstein: 전자기 복사를 광자 (photon)라고 부르는 “입자”들의 흐름으로 볼 수 있다. 

각 광자의 에너지는

 Einstein의 특수 상대성 이론

중요한 의미는 에너지가 질량을 가진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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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물질의 성질



 예전에는 오직 파동의 성질만을 나타낸다고 여겨졌던 전자기 복사선은 입자인 물질

로서의 성질도 또한 나타낸다.  빛의 이중성

속도가 v 인 하나의 입자에 대한 식

de Broglie 식

7.2 물질의 성질



7.2 물질의 성질



공의 파장은 굉장히 짧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전자의 파장은 비록 짧기는 하지만 전형적인 결정에서의 원

자 간 간격과 비슷한 크기를 갖는다.

7.2 물질의 성질



7.3 수소의 원자 스펙트럼

 수소 기체에 높은 에너지의 전기 방전을 가하면 H2 분자의 일부에서 H-H 결합이

끊어져 과량의 에너지를 갖는 들뜬 상태의 수소 원자 생성

 이 수소 원자는 여러 파장의 빛을 방출  방출 스펙트럼

 이 수소의 방출 스펙트럼을 프리즘을 통과 시키면 특정한 파장에 해당하는 몇 개의

선만을 보게 됨.  선 스펙트럼



7.3 수소의 원자 스펙트럼



 수소의 선 스펙트럼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 수소 원자 내의 전자에게는 단지 특정한 에너지만이 허용된다.

 수소 원자 내의 전자의 에너지는 양자화되어 있다.

- 분리된 두 에너지 준위 사이의 에너지 차이  특정 파장의 빛 만을 방출

Planck 식: 

7.3 수소의 원자 스펙트럼



7.4 Bohr 모형

 Bohr (1913 년) 
- 수소 원자에 대한 양자 모형 (quantum model)을 개발

- 수소 원자 내의 전자는 핵 주변의 단지 허용된 원형궤도만을 따라 움직인다고 가정

- 고전 물리학의 이론을 이용하여 이 허용된 원형궤도들의 반지름을 계산

 Bohr의 모형으로 도출된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는 관찰된 수소의 방출 스펙트럼과 잘 일치

 Bohr의 모형으로 얻어지는 수소 원자에서 전자에 허용되는 에너지 준위는

n : 정수 (이 값이 클수록 궤도의 반지름이 큼)
Z : 핵의 전하

Bohr는 위의 식을 사용하여 실험값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를 계산

핵에 가까이 있는 전자 (n 값이 적은)가 무한 거리에 있는 전자 (n = ∞) 보다 낮은 에너지 상태



7.4 Bohr 모형

그림 7.9 수소 원자에 대한 Bohr 모형에서 전자전이. (a) 전자 전이를 보여주는 에너지 준위 도표. (b) 궤도 간의 전

이 도표이며, 실험에서 얻어진 스펙트럼을 설명해준다(나타낸 궤도들은 실제 크기를 고려하지 않은 개념도이다). (c)

사진 건판에 나타나는 선 스펙트럼. 스펙트럼의 가시광선 영역 내의 선들은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n = 2 준위로 전이

된 것이다.



 들뜬 상태의 수소 원자 (n = 6) 에서 바닥 상태 (n = 1)의 준위로 떨어진 경우

원자가 잃은 에너지는 광자로 방출

방출된 광자의 에너지는

방출된 광자의 파장은

(수소의 핵은 양성자 1개: Z = 1)

7.4 Bohr 모형



7.4 Bohr 모형



 Bohr 모형의 두 가지 중요한 점

1. 수소 원자의 전자에 대하여 특정한 원형 궤도만을 허용함으로써 수소의 양자화된

에너지 준위를 정확히 예측함.

2. 전자가 핵에 더 가까울수록 (더 작은 n 값) 전자가 핵에서 무한 거리에 있는 경우 (n

= ∞) (영의 에너지)에 대하여 더 큰 음의 에너지를 나타냄. 

 전자가 핵에 더 가까이 감에 따라 에너지는 계로부터 방출됨.

7.4 Bohr 모형



7.4 Bohr 모형



 Bohr 모형의 단점

- 수소 외의 다른 원자들에 Bohr 모형을 적용하면 전혀 일치 하지 않음.

- 현대 이론은 원자 구조에 대한 Bohr 모형으로부터 도출된 것이 아님.

 전자들은 원형 궤도를 따라 핵의 주위를 움직이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님.

 그러나 Bohr의 모형으로 도출된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는 관찰된 수소의 방출

스펙트럼과 잘 일치

7.4 Bohr 모형



7.5 원자의 양자 역학적 모형

 Erwin Schrödinger (1887-1961)

- 핵에 결합된 전자를 마치 정류파 (standing wave)와 유사한 것으로 보고, 원자를

파동 역학 (wave mechanics) 또는 양자 역학, (quantum mechanics)으로 기술

 정류파 (standing wave)

- 기타 줄과 같이 양쪽 끝이 고정된 현이 진동하는 파동

- 현의 움직임은 아래의 그림에 보인 바와 같은 간단한 파동들의 조합이라고 볼 수 있음.

- 허용된 진동을 하는 현의 길이는 파동의 반파장의 정수배

정지 상태의 줄 1/2 파장 3/2 파장1 파장

그림 7.10 양쪽 끝이 고정된 기타 줄의 진동에 의해 나타나는 정류파. 각 점은 마디(변위가
영인 점) (node)을 나타낸다.



 Schrödinger는 양자 역학적 (파동 역학적) 모형에서 전자를 정류파로 간주

 전자에게 허용되는 가능한 에너지와 공간 분포를 기술하는 일련의

파동함수(오비탈)를 얻음.

7.5 원자의 양자 역학적 모형



7.5 원자의 양자 역학적 모형 - Schrödinger 방정식

Ψ : 파동함수, 삼차원 공간에서 전자의 위치에 해당하는 좌표 (x, y, z)의 함수

: 연산자 (operator), 한 벌의 수학적인 지시 사항

 이 연산자가 가진 수식 항들을 파동함수에 적용하면 원자의 전체 에너지를 얻음.

E : 원자의 전체에너지 (전자와 양성자 사이의 인력에 의해 생기는 퍼텐셜 에너지와
전자가 움직이는 데 따른 운동 에너지의 합)

 이 식을 풀면 여러 개의 해를 얻게 되고, 각 해는 특정한 값의 E로 규정된 파동 함수 Ψ

 특정한 파동함수를 오비탈 (orbital)이라고 함.



 수소 원자에서 가장 낮은 에너지에 해당하는 파동 함수를 1s 오비탈이라 부름.

 수소의 1s 오비탈에 있는 전자는 핵의 주위를 원형 오비탈로 이동하고 있을까?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전자는 어떤 운동을 하는가??

“모른다” (또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Heisenberg의 불확정성 원리 (uncertainty principle)

7.5 원자의 양자 역학적 모형 - Heisenberg의 불확정성 원리



7.5 원자의 양자 역학적 모형 - Heisenberg의 불확정성 원리

- 주어진 순간에 어떤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 (에너지)을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하는 데에
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전자와 같이 작은 입자의 경우, 전자의 운동량 (에너지)을 확실히 알고자 한다면 핵의 주위를 움직
이는 전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공간의 어떤 영역에서 전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을 계산하는 것

 Bohr의 모형에서와 같이 전자가 핵의 주위를 정확하게 규정된 궤도를 따라 움직인다고 가정하는
것은 부적절함.

: 입자의 운동량 (에너지)에 대한 불확정성 (오차)

: 입자의 위치에 대한 불확정성 (오차)

h : Planck 상수



7.5 원자의 양자 역학적 모형 - 파동함수의 물리적 의미

 파동함수(오비탈)의 제곱값은 공간의 특정 점의 근처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

파동 함수를 확률 분포 또는 전자 밀도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음.

ex) x1, y1, z1과 x2, y2, z2로 정의된 공간의 두 점에서 전자를 발견할 상대적 확률의 비는

 확률 분포: 파동함수의 제곱



7.5 원자의 양자 역학적 모형 - 파동함수의 물리적 의미



방사방향 확률 분포 (radial probability distribution)

- 각각의 얇은 구형 껍질 속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을 핵으로부터 거리의 함수로 나타낸 표

- 핵으로부터 5.29x10-2 nm (0.529 Å)의 거리에서 방사방향 확률이 최대

(이 거리는 Bohr 모형에서 가장 내부에 있는 궤도의 반지름과 일치)

- 90%의 전체 전자를 발견 확률을 포함하는 표면을 그 오비탈의 크기라 정의함.

7.5 원자의 양자 역학적 모형



7.6 양자수 (Quantum number)

 수소에 대한 Schrödinger 방정식을 풀면,

이를 만족하는 많은 파동함수 (궤도함수)를 얻음.

이들 오비탈은 양자수 (quantum number)라는 일련의 수로 규정

이 양자수는 오비탈의 여러 성질들을 기술

 양자수에는

주양자수 (principal quantum number, n)

각 운동량 양자수 (angular momentum quantum number, l)

자기 양자수 (magnetic  quantum number, ml)

전자 스핀 양자수 (electron spin quantum number, ms)



 주양자수 (principal quantum number, n)
- 1, 2, 3, … 의 정수 값

- 오비탈의 크기 및 에너지와 관련

- n 값이 커질수록, 오비탈은 커지고, 전자는 핵으로부터 먼 곳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냄.

- 전자는 핵에 약하게 결합될수록 에너지는 더 작은 음의 값

- n 값이 커질수록, 에너지가 높아짐.

 각 운동량 양자수 (angular momentum quantum number, l)

- 각 n 값에 대하여 0 ~ (n-1)의 정수 값

- 원자 오비탈의 모양과 관련

- 특정 오비탈의 l 값은 보통 아래 나타낸 문자 기호로 나타냄. 

7.6 양자수 (Quantum number)



 자기 양자수 (magnetic  quantum number, ml)

- 0을 포함한 l 에서 –l 까지의 정수값

- 원자 내의 공간에서 다른 오비탈들에 대한 상대적인 배향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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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된 부껍질의 개수: 5개)

각 부껍질과 이들의 이름은

7.6 양자수 (Quantum number)



7.7 오비탈의 모양과 에너지

 s 오비탈의 경우,
마디 (마디 면)의 수 = n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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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 원자의 경우, 특정 궤도함수의 에너지는 n 값에 의해 결정됨.

 동일한 n 값을 갖는 모든 궤도함수들은 같은 에너지를 갖음. 

축퇴 (degenerate)되어 있음.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 (바닥 상태, ground state)의 전자는 1s 궤도함수에 존재

 원자에 에너지가 유입되면, 전자는 높은 에너지의 궤도함수로 전이 (들뜬 상태, excited state)

7.7 오비탈의 모양과 에너지

그림 7.19 수소 원자의 오비탈 에너지 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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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전자 스핀과 Pauli의 원리

 전자 스핀 양자수 (electron spin quantum number : ms)

- 전자가 두 가지 다른 배향의 자기 운동량을 가짐.

- 회전하고 있는 전하는 자기 운동량을 가지므로 전자에 두 스핀 상태가 허용

 두 개의 서로 상반되는 자기 운동량을 가짐.

- +1/2 또는 -1/2 중에서 한 값만 가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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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원자에서 어떠한 두 전자도 같은 값의 네 가지 양자수 (n, l, ml, ms)를

가질 수 없다.

 동일한 궤도함수의 전자들은 n, l, ml 값이 모두 같음.

 다른 값의 ms를 가져야 함.

 하나의 궤도함수는 오직 두 전자만을 수용할 수 있고, 이들은 서로
반대의 스핀을 가져야 함.

7.8 전자 스핀과 Pauli의 원리 - Pauli의 배타 원리(Pauli’s exclusion principle)



7.9 다전자 원자 (Polyelectronic atom)

 다전자 원자들의 경우는 앞의 모형을 어떻게 적용할까?

ex) He (두 개의 양성자를 갖는 핵과 두 개의 전자를 가짐) 

(1) 핵 주위를 도는 전자들의 운동 에너지

(2) 핵과 전자들 사이의 당기는 힘에 의한 퍼텐셜 에너지

(3) 두 전자들 사이의 반발에 의한 퍼텐셜 에너지

 전자의 경로가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전자 반발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다.

전자 상관 문제 (electron correlation problem)

∴ 모든 다전자 원자 들에서 일어나는 전자 상관 문제를 양자 역학적 모형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근사법을 도입해야 한다.

 어떤 근사법?

- 모든 다른 전자들의 평균 반발력과 핵의 인력의 총 결과로서 나타나는 전하장

속에서 각 전자가 움직이는 것으로 보는 것



 예를 들어 소듐 원자 (11개 전자)의 경우,

☞ 가장 외곽에 존재하는 전자를 하나 지정하여 그 전자가 어떤 힘을 느끼는지를

살펴보면, 이 전자는 매우 높은 전하를 갖는 핵에 의한 인력과 다른 10개의 전자들에

의한 반발력을 느낌.

☞ 전자들에 의한 반발력: 핵 전하로부터 차폐 (screened) 또는 가려졌다(shielded)고 함.

이 같은 방식으로 원자들에 대한 수소형 궤도함수 (hydrogen-like orbital)가 얻어짐.

수소의 궤도함수와 일반적으로 같은 모양이나, 그 크기와 에너지는 다름.

 수소 원자와 다전자 원자들 사이의 한 가지 특별한 차이

수소 원자: 같은 주양자 준위에 있는 모든 궤도함수들은 같은 에너지 (축퇴) 가짐.

다전자 원자: 주어진 주양자 준위의 궤도함수들은 다른 에너지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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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s < E2p

 예를 들어 2s 궤도함수는 2p 궤도함수와 비교하여

전자가 대부분의 시간을 핵으로부터 먼 곳에 머무르지만,

작지만 상당한 시간을 핵으로부터 매우 가까운 곳에 존재

 2s는 2p와 비교하여 전자가 핵에 “침투해 들어갔다”고 함.

 침투 효과에 의하여 2s 전자는 2p 전자에 비하여 더 강하게

핵에 끌림. (더 낮은 에너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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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주기율표의 역사

 Mendeleev (1834-1907)

- 1872년까지 아직 발견되지 않은 원소들의 존재 및 이들 원소들의 성질들을 정확하게 예측

- 주기율표를 사용하여 여러 개의 원자 질량값들을 수정

* Mendeleev의 주기율표: 원소들을 원자량으로 나열

* 현재 주기율표: 원소들을 원자번호로 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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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 Aufbau 원리와 주기율표

 원자에 대한 양자 역학적 모형을 사용하면 여러 원자들에 대한 수소형 원자
오비탈에서의 전자 배열이 어떤 식으로 주기율표의 구성을 설명하는지 알 수 있다.

 쌓음 원리 (Aufbau principle)

- 다른 원소들을 만들기 위해, 핵에 양성자를 한 개씩 추가함에 따라, 수소형 오비탈에
같은 방식으로 전자를 추가하는 것

 수소는 바닥 상태에서 1s 오비탈을 채우는 하나의 전자를 가지고 있다.

수소 전자의 배열은 1s1 이라 쓰며, 다음과 같은 오비탈 도표로 나타낼 수 있다.

 헬륨의 두 개의 전자는 Pauli 원리

에 의해 서로 반대의 스핀을 가지며

하나의 오비탈을 차지한다.



 Hund의 규칙

- 원자에 대한 가장 낮은 에너지의 전자 배치는 특정한 세트의 축퇴된 오비탈들에 대하여

Pauli의 배타원리에 의하여 허용된 홀전자(unpaired electron)수가 최대인 배치

- 관례적으로 이들 홀전자들은 평행한 “up” 스핀을 갖는 것으로 나타냄.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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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듐 Na:

마그네슘 Mg:

또는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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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가 전자 (valence electron)
- 원자에서 가장 바깥의 주양자 준위에 있는 전자

- 결합에 관여하기에 가장 중요한 전자임.

예: 질소 원자의 원자가 전자는 2s 와 2p 전자들 (합이 5개)

소듐 원자의 원자가 전자는 3s 의 전자 (1개)

 내부의 전자들은 핵심부 전자 (core electron)라 함.

 같은 족에 있는 원소들은 동일한 원자가 전자의 배치를 가진다.

동일한 원자가 전자의 배치를 갖는 원소들은 유사한 화학적 성질 가짐.

 K은 아르곤에서 3p 를 꽉 채웠으므로 3d 오비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4s 오비탈에 전자가 채워짐. 그 화학적 성질도 리튬이나 소듐과 유사

7.11 Aufbau 원리와 주기율표



 다음 원소인 Sc부터, 전이 금속 (transition metal)인 열 개 원소들은 3d 오비탈들
에 전자를 채움.

 Cr의 예상되는 배치는 이나 실제 배치는

(4s와 3d 가 모두 반만 채워진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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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7 포타슘에서 크립톤까지의 전자 배치. 전이 금속(스칸듐에서 아연까지)들은 크로뮴과 구리를

제외하고는 [Ar]4s23dn의 전자 배치를 갖는다.



그림 7.28  주기율표의 각 부분에 있는 원소들에서 전자가 채워지는 오비탈들. nd 오비탈 이전에 (n+1)s

오비탈이 먼저 채워진다. 족 수는 각 족에 있는 원소들의 원자가 전자 (ns + np) 개수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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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9 원소 기호, 원자 번호, 부분적인 전자 배치를 나타낸 주기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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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그림 7.29에서 주목할 만한 것들!

1. (n+1)s 오비탈들은 항상 nd 전에 채워짐.

예를 들어 둘째 줄의 전이 금속 (이트륨에서 카드뮴까지)에서 4d 가 채워지기 전에

루비듐과 스트론튬에서 5s 가 채워진다. 

 그 이유는 침투효과로 설명 가능

4s 의 경우, 핵 근처로 침투해 들어가는 정도가 매우 커서 그 에너지가 3d 보다

더 낮아짐. 이와 같은 일이 5s 와 4d, 6s 와 5d, 7s 와 6d 에서도 일어남.

2. 란타넘 계열 (란타넘족): [Xe]6s25d1의 배치를 갖는 란타넘 이후에 있는 14개의 원소들

이 계열의 원소들의 전자들로 일곱 개의 4f 오비탈들이 채워짐.

때로는 4f 대신에 하나의 5d 에 한 개의 전자가 채워지는데 이것은 4f 와 5d 들의

에너지가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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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악티늄 계열 (악티늄족): [Rn]7s26d1 의 배치를 갖는 악티늄 이후에 있는 14개의 원소들

이 계열의 원소들의 전자들로 일곱 개의 5f 오비탈들이 채워짐.

때로는 5f 대신에 6d 에 하나 또는 두 개의 전자가 채워지는데 이것은 5f 와 6d 들의 에너지가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4. 1A, 2A, 3A, 4A, 5A, 6A, 7A, 8A족의 이름들은

그 족에 있는 원자가 전자 (ns와 np)의 총 개수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5A족의 모든 원소들은 ns2와 np3의 전자 배치 가짐

(d 전자들은 한 주기 뒤에 채워지며, 대체로 원자가 전자로 간주되지 않음) 

5. 1A, 2A, 3A, 4A, 5A, 6A, 7A, 8A로 나타낸 족들을 주족(main-group) 또는

전형 원소(representative elements)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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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원자 번호 16) 전자 배치:

Cd (원자 번호 48) 전자 배치:

Hf (원자 번호 72) 전자 배치: 

Ra (원자 번호 88) 전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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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 원자들의 주기적 경향 – 이온화 에너지

 이온화 에너지 (Ionization energy)

- 바닥 상태에 있는 기체 상태의 원자나 이온으로부터 전자 하나를 제거할 때 필요한 에너지

 일차 이온화 에너지 (I1)

- 원자에서 가장 높은 에너지 상태의 전자를 제거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

ex) Al 원자의 경우 3p 오비탈에서 제거, Al:

Al+ 이온의 경우 3s 오비탈에서 제거, Al+: 

이차 이온화 에너지가 일차 이온화 에너지 보다 훨씬 큼. 

 주된 요인은 단순히 전하

첫 번째 전자는 중성 원자로부터 제거

두 번째 전자는 1+ 이온으로부터 제거

양의 전하가 증가하면서 전자들을 더 강하게 당김.

I3 > I2 등도 마찬가지로 설명 가능



일차 이온화 에너지

이차 이온화 에너지

삼차 이온화 에너지

사차 이온화 에너지

 I2 > I1 인 또 하나의 이유는

Al 원자의 경우 3p 오비탈에서 제거됨.

Al+ 이온의 경우 3s 오비탈에서 제거됨.

 I4 >> I3 인 이유는

Al3+ 이온의 전자 배치는

I4 가 원자가 전자들에 비하여 훨씬 더 강하게 결합되어 있는 핵심부 전자를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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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율표에서 일차 이온화 에너지의 경향

- 주기의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  동일한 주양자 준위 (같은 주기)에 더해지는 전자
들이 더해진 양성자에 의해 증가한 핵 전하를 완전히 가리지 못하기 때문

- 족의 위로 갈수록 증가  족에서 위로 갈수록 n 값이 감소, 오비탈의 크기가 감소
전자 제거를 위하여 더 큰 에너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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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에서 B로 가면서 이온화 에너지가 감소함.

 꽉 찬 2s 오비탈의 전자들이 2p 오비탈의 전자들에 대해 핵 전하를 가림.

 N에서 O로 가면서 이온화 에너지가 감소함.

 산소의 2p 오비탈에 전자가 짝으로 채워지기 시작함에 따라 전자 반발력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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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22s22p6의 전자 배치를 갖는 원자 (네온)이 가장 큰 I1 가짐.  
∵ 2주기의 제일 오른쪽 끝에 있기 때문에

다른 전자 배치의 원자들은 3s 전자들이 제거되기 때문에 더 작은 I1 가짐.

가장 작은 I2 가진 전자 배치는 1s22s22p63s2의 전자 배치를 갖는 원자 (Mg)

∵ Mg의 경우 I1, I2 모두 원자가 전자 제거됨.

1s22s22p63s1의 전자 배치를 갖는 원자 (소듐)의 경우에는 두 번째 제거되는 전자는

핵심부 전자임.

7.12 원자들의 주기적 경향 - 이온화 에너지



 전자 친화도 (Electron Affinity)

- 기체 상태의 원자에 하나의 전자를 더하는데 관련된 에너지 변화

- 전자가 더해지는 것이 발열 반응인 경우 음의 부호

- 한 주기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큰 음의 값을 가짐.

7.12 원자들의 주기적 경향 - 전자친화도

그림 7.35 처음 20개의 원소들 중에서 안정하고 고립된 X− 이온들을 형성하는 일부 원자들에 대한 전자 친화

도 값. 선은 인접하는 원소들을 연결한다. 선이 없는 부분은 빠진 원소들(He, Be, N, Ne, Mg, Ar)을 나타내는 데,
이들 원소에 전자를 가하는 과정이 발열이 아니기 때문에 안정하고, 고립된 X- 이온을 만들지 못한다.



 탄소는 C-(g)를 형성하는 반면, 질소는 안정한 N-(g)를 형성하지 않음.

 N(1s22s22p3)로부터 N-(g)(1s22s22p4)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전자가 이미 하나의 전

자를 가지고 있는 2p 오비탈에 들어가야 함. N-(g)는 불안정!    

반면에, C(1s22s22p2)로부터 C-(g)(1s22s22p3)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반발력이 없음.

 N와는 대조적으로, O는 하나의 전자를 받아 안정한 O-(g)를 형성할 수 있음.

 O의 핵전하가 N보다 크기 때문에 이미 차있는 2p 에 또 하나의 전자를 더하는 데
따른 반발력을 극복.

7.12 원자들의 주기적 경향 - 전자친화도



7.12 원자들의 주기적 경향 - 전자친화도



 원자 반지름 (Atomic radii)

-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원자들 간의 거리로부터 구한 반지름

- 원자 반지름은 독립된 원자들의 90% 전자 밀도 부피로 예상되는 값보다 작음.

 결합을 형성하면서 원자들의 전자 구름이 서로 겹쳐지기 때문

 한 주기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원자 반지름 감소한다.

 오른쪽으로 가면서 유효 핵전하가 증가하기 때문에
(원자가 전자들이 핵에 더 가까이 가게 되면서 원자 반지름도 감소)

 한 족에서 아래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 증가한다. 

 주양자 수가 증가하면서 오비탈의 크기가 증가하기 때문에

7.12 원자들의 주기적 경향 – 원자 반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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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 원자들의 주기적 경향 – 원자 반지름



모든 이온들은 2A족 원소들로부터 두 개의 전자 제거하여 형성된 것.

Be에서 Sr으로 가면서 족에서 아래로 내려가고

주양자수 증가 크기 증가

7.12 원자들의 주기적 경향 – 원자 반지름



7.13 족의 성질: 알칼리 금속

 주기율표에 포함된 정보 (주기율표의 유용성)

1. 원자의 화학적 거동 결정의 주요인은 원자가 전자들의 종류와 그 수이다.

각 족의 구성 원소들은 동일한 원자가 전자의 배치 가짐.

각 족의 구성 원소들은 비슷한 성질 가짐.

2. 주기율표의 구성의 이해  원소들의 전자 배치 기억 불필요함.

3. 주기율표의 원소들을 금속과 비금속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금속 원자: 하나 또는 두 개의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려는 경향 (낮은 이온화 에너지)

- 비금속 원자: 금속과 반응하면 하나 또는 두 개의 전자를 얻어 음이온을 형성

(이온화 에너지가 크고, 전자 친화도가 큰 음의 값)



7.13 족의 성질: 알칼리 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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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칼리 금속 (Li, Na, K, Rb, Ce, Fr)

- 가장 큰 화학적 반응성을 나타냄.

- 아래로 내려갈수록, 밀도가 전반적으로 증가

 원자 크기가 커지는 것보다 원자 질량이 더 빨리 커지기 때문에

- Fr은 자연에 극히 미량 존재

- 낮은 이온화 에너지 가지며, 비금속과 반응하여 이온성 고체를 형성함.

- 아래로 내려갈수록 환원력이 강해짐. 

- 물의 환원 반응에서의 환원력 순서 

Li+이 K+에 비하여 훨씬 큰 전하 밀도를 가짐.  극성 물 분자가 Li+에 더욱 강하게 끌림.
Li+이 K+에 비하여 수화될 때 더 큰 에너지 방출함.

7.13 족의 성질: 알칼리 금속



7.13 족의 성질: 알칼리 금속


	슬라이드 번호 1
	슬라이드 번호 2
	슬라이드 번호 3
	슬라이드 번호 4
	슬라이드 번호 5
	슬라이드 번호 6
	슬라이드 번호 7
	슬라이드 번호 8
	슬라이드 번호 9
	슬라이드 번호 10
	슬라이드 번호 11
	슬라이드 번호 12
	슬라이드 번호 13
	슬라이드 번호 14
	슬라이드 번호 15
	슬라이드 번호 16
	슬라이드 번호 17
	슬라이드 번호 18
	슬라이드 번호 19
	슬라이드 번호 20
	슬라이드 번호 21
	슬라이드 번호 22
	슬라이드 번호 23
	슬라이드 번호 24
	슬라이드 번호 25
	슬라이드 번호 26
	슬라이드 번호 27
	슬라이드 번호 28
	슬라이드 번호 29
	슬라이드 번호 30
	슬라이드 번호 31
	슬라이드 번호 32
	슬라이드 번호 33
	슬라이드 번호 34
	슬라이드 번호 35
	슬라이드 번호 36
	슬라이드 번호 37
	슬라이드 번호 38
	슬라이드 번호 39
	슬라이드 번호 40
	슬라이드 번호 41
	슬라이드 번호 42
	슬라이드 번호 43
	슬라이드 번호 44
	슬라이드 번호 45
	슬라이드 번호 46
	슬라이드 번호 47
	슬라이드 번호 48
	슬라이드 번호 49
	슬라이드 번호 50
	슬라이드 번호 51
	슬라이드 번호 52
	슬라이드 번호 53
	슬라이드 번호 54
	슬라이드 번호 55
	슬라이드 번호 56
	슬라이드 번호 57
	슬라이드 번호 58
	슬라이드 번호 59
	슬라이드 번호 60
	슬라이드 번호 61
	슬라이드 번호 62
	슬라이드 번호 63
	슬라이드 번호 64
	슬라이드 번호 65
	슬라이드 번호 66
	슬라이드 번호 67
	슬라이드 번호 68
	슬라이드 번호 69
	슬라이드 번호 70
	슬라이드 번호 71
	슬라이드 번호 72
	슬라이드 번호 73
	슬라이드 번호 74
	슬라이드 번호 75
	슬라이드 번호 76
	슬라이드 번호 77
	슬라이드 번호 78
	슬라이드 번호 79
	슬라이드 번호 80
	슬라이드 번호 81
	슬라이드 번호 82
	슬라이드 번호 83
	슬라이드 번호 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