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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학과 화학과 개설학년 1 학점-이론-실습 3.0 - 3.0 - 0.0

강의시간

및 강의실
화 16:30(75) 606-315,목 16:30(75) 514-106-1

담당교수 김태규

연구실

(상담가능장소)
화학관 301호 상담시간 이메일로 약속 잡은 시간

연락처 이메일

수업방식
본 수업은 담당 교수의 강의 자료를 이용하여 수업을 하고 수강생 각자가 수업 후 주교재를 기본으로 하여 복습 및 학습

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평가방법

2회의 시험(70%), 퀴즈(20%), 출석(20%)를 반영하여 평가한다.

- 각 시험은 범위 내의 내용을 수업한 시간만큼 비중을 두어 배점한다.

- 1회 결석시 2.5점이 감점되며 2회의 지각은 1회 결석과 동일하게 감점한다. 출석 점수가 0점이 되면 과락된다.

- 모든 퀴즈는 각 챕터의 수업을 마치고 1주일 뒤에 실시하며 교과서 예제 수준의 문제를 이용한다.

- 수업 중 제시된 숙제는 지정된 시간까지 제출해야 점수를 받을 수 있다.

 * 장애학생의 경우 시험시간의 연장이 가능하며, 대필이나 컴퓨터를 활용하여 시험에 응할 수 있습니다.

선수과목 및

지식
본 강의는 자연과학 전공의 1학년 대상으로 한 화학의 기본 강좌로 일반화학(1) 교과목을 선수를 수강할 것을 추천한다.

교수목표

본 강의는 자연과학 전공 1학년을 대상으로 한 화학의 기본 강의로서 이 강의를 통하여 수강생들에게 전공 공부에 필요한

일반화학 수준의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게 한다. 이 강의를 통하여 일반화학의

 1. 액체와 기체의 특성

 2. 화학반응속도론

 3. 열화학 및 전기화학

 4. 화학평형, 산염기 용액의 성질, 전이금속의 특성 등을 이해하게 한다.

강의개요

자연과학 및 공학의 전공지식을 습득하는데 필요한 화학의 기본지식을 강의하는 두 개의 일반화학 강좌 중 2번째이며 고

등학교 화학지식 및 일반화학(1)의 지식을 기반으로 한다. 본 강의는 일반화학(I) 강의의 연속 강의로서 일반화학(I)을

이수한 학생들이 수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최소한 원자/분자의 개념 및 화학양론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

어야 한다. 본 강의에서는 (1) 액체 및 고체의 특성, (2) 기본적인 용액의 특성, (3) 화학 반응의 속도론 이해, (4) 화학

평형의 개념과 산-염기 반응 및 수용액으로의 응용, (5) 화학반응의 열역학적인 이해와 전기화학에의 응용, (6) 전이금속

화학 등을 강의한다.

 * 장애학생의 경우 장애학습지원센터와 강의 및 과제에 대한 사전 협의가 가능합니다.

2017학년도 2학기 교수계획표

교과목과 핵심역량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8대 핵심역량

글로벌문화역량 소통역량 융복합역량 응용역량 봉사역량 인성역량 기초지식역량 고등사고역량

O O O O O

교과목에 따른 핵심역량

학과 핵심역량 교육방법

1
수학, 물리, 생물, 화학의 지식과 정보기술을 화학문제해결에 응용할

수 있는 역량
강의

2
데이터를 분석하고 주어진 사실이나 가설을 실험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역량
강의 및 퀴즈

3 화학문제를 정의하고 공식화할 수 있는 역량 강의

4
화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신 정보, 연구결과, 적절한 도구를 활용

할 수 있는 역량
강의



교재 및 참고자료

주교재 Raymond Chang의 일반화학 11판 번역본, 사이플러스 (2014).

참고자료 다수의 일반화학교재 및 Journal of Chemical Education에 발표되는 일반화학관련 논문

주별 강의계획

주차 강의 및 실험 실기 내용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1주
[표절, 시험 부정행위 예방교육 및 실험·실습 안전교육 실시] 11. 분자

간 힘과 액체 고체

제2주 12. 용액의 물리적 성질 11장 문제풀이

제3주 12. 용액의 물리적 성질

제4주 13. 화학 운동론 12장 문제풀이

제5주 14. 화학평형 13장 문제풀이

제6주 14. 화학평형

제7주 15. 산과염기 14장 문제풀이

제8주 중간고사 (11장 - 14장)

제9주 15. 산과염기

제10주 16. 산염기 평형 및 용해도 평형 15장 문제풀이

제11주 16. 산염기 평형 및 용해도 평형

제12주 18. 엔트로피, 자유에너지 및 평형 16장 문제풀이

제13주 18. 엔트로피, 자유에너지 및 평형

제14주 19. 전기화학 18장 문제풀이

제15주 22. 전위금속 화합물과 배위화합물 19장 문제풀이

제16주 기말고사 (15장 - 22장)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