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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ydrocarbon

포화탄화수소

(alkane or paraffin)

지방족 탄화수소 불포화탄화수소

탄화수소 (alkene or alkyne)

방향족 탄화수소



2. 1. Alkane

포화탄화수소라고도 함

C-C, C-H 단일결합

탄소와 수소만을 포함

일반식 CnH2n+2 (n은 정수)

어미에 –ane

가장 간단한 것은 n=1메탄,                   
‘메틸계 탄화수소’라고도 함



2. 2. Alkane의 성질

알칸골격은 메틸(CH3), 메틸렌(CH2), 메틴(CH), 4
차탄소(C )로 구성

곁가지가 늘어날수록 끓는점이 낮아진다.

탄소수가 증가함에 따라 끓는점이나 녹는점이 높
아진다.



Table 2. 1. Alkane의 물리적 성질



2. 3. Alkane의 반응

할로겐화 반응

Alkane에 할로겐을 가열하거나 자외선을 비쳐주면
반응이 개시되고 Alkane의 수소1원자가 할로겐1원
자와 치환반응이 일어난다. 이때 할로겐화 수소가 1
분자가 생성된다



Reaction mechanism

개시단계 (Initiation)

Cl – Cl                  2Cl ·

계속단계(propagation)

Cl · +     C - H               C · + HCl

C · + Cl2 C - Cl + Cl ·



종결단계(Termination)

2Cl · Cl2

2    C · C - C

C · + Cl · C- Cl



Example : 메탄의 할로겐화반응

햇빛 또는 열

CH4 + Cl-Cl             CH3Cl + HCl

CH3Cl + Cl2 CH2Cl2 + HCl

dichloro methane

(methylene chloride)



이 반응은 다음과 같이 더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

CH2Cl2 + Cl2             CHCl3 + HCl

trichloro methane

(chlorofom)

CHCl3 + Cl2 CCl4 + HCl

tetrachloro methane

(carbon tetrachloride)



산화반응

CH4 + 2O2 CO2 + 2H2O 

CH16 + 11O2 7CO2 + 8H2O

충분한 산소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2CH4 + 3O2 2CO + 4H2O

CH4 + O2 C + 2H2O



열분해(크래킹)

고급탄화수소 저급탄화수소
공기차단,400~600도

C8H18 C4H10 + C4H8(불포화)

C6H14 + C2H4(불포화)

C4H10 + CH4 + C2H4 + C

C8H18 + H2



이성화반응

촉매의 존재하에서 어떤 화합물이 다른 구조

이성질체로 변화하는 방법이다. 

CH3

AICI3

CH3CH2CH2CH3 CH3 C       H 

N-Butanae 100~200

CH3

iso-Butane



3. 이성질체
골격 이성질체

구조이성질체 위치 이성질체

이성질체 작용기 이성질체

입체이성질체 거울상 이성질체

부분 이성질체



3. 1. 구조 이성질체

원자가 늘어선 연결순서가 다름

분자식은 같으나 화학적 물리적 성질이 다름

골격 이성질체-탄소골격이 다름

위치 이성질체-치환기와 작용기의 위치가

다름

작용기 이성질체-원자의 배열이 다름



Fig. 3. 1. 구조 이성질체



Table. 3. 1. Alkane의 이성질체 수



4. 요 약

Alkane-포화탄화수소

일반식CnH2n+2, 어미에-ane

분자가 커질수록 끓는점이 높아짐

곁가지가 늘어날수록 끓는점이 낮아짐

구조 이성질체-분자식은 같으나 구조식이 달

라 성질이 서로 다른 물질

골격 이성질체, 위치 이성질체, 작용기 이성질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