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6 약한 산과 약한 염기의 염

아세트산 소듐(NaOAc) : 아세트산의 염 (짝염기) à 수소이온 받아들여 염기(OH-) 만듦

아세트산 소듐은 센전해질로써 완전히 이온화 된다

생성된 아세트산은 해리되지 않으며 용액의 pH에 영향 미치지 않는다.        

Bronsted-Lowry 이론

산은 양성자를 줄 수 있는 물질.

염기는 양성자를 받을 수 있는 물질.

(아세트산이온은 아세트산의 짝염기, 암모늄이온은 암모니아의 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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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완충용액 – pH를 일정하게 유지

완충용액 (buffer) : 어떤 용액이 외부로부터 소량의 산이나 염기가

첨가되거나, 그 용액이 희석되었을 때, 

pH의 변화에 저항하는 용액

: 약한 산과 그 짝염기의 혼합물 또는

약한 염기와 그 짝산의 혼합물을 미리

일정한 농도 또는 비율로 혼합한 것

: 약한 산과 그 짝염기의 혼합물 또는

약한 염기와 그 짝산의 혼합물을 미리

일정한 농도 또는 비율로 혼합한 것

(예) 아세트산과 아세트산 소듐의 혼합용액



[H

헨더슨－하셀발호 식
(Henderson-Hasselbalch
equation)

:약한 산과 그 염을 포함하는 용액의

pH를 계산할 때 매우 유용하게 사용

약한 산과 그 짝염기로
이루어지는 완충용액



완충용량(buffering capacity, b) : pH의 큰 변화 없이 첨가될 수

있는 산과 염기의 양,

완충세기, 완충값

CHA와 CA－는 각각 산과 그 염의 분석 농도

(예) 0.10 mol/L의 아세트산과 0.10 mol/L 아세트산 소듐의 혼합물(예) 0.10 mol/L의 아세트산과 0.10 mol/L 아세트산 소듐의 혼합물

고체 수산화 소듐을 0.0050 mol/L이 될 때까지 첨가했을 때의 pH 변화

à 완충용량은 pH ＝ pKa일 때 최대

HA와 A－의 농도비에 의해 완충용량이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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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한 염기와 그 짝산으로
이루어지는 완충용액

약한 산과 그 짝염기로
이루어지는 완충용액



약한 염기와 그 짝산으로
이루어지는 완충용액



pKa = 4.76















pKb = 4.76

진한 암모니아의 몰농도는 14.8 M진한 암모니아의 몰농도는 14.8 M





- 생략 -- 생략 -







7.8 다양성자산과 그 염들

: 많은 산과 염기들은 이온화할 수 있는 H＋ 또는 OH－를

하나 이상 가지고 있는 다가물질

용액을 단순히 세 가지 약한 산의 혼합물로 취급 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