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1



산과 염기

: 강한 산(자동차 축전지), 강한 염기(화장실 세정제)는 위험한 물질 !!!

: 묽은 산(식초), 묽은 염기(비누)는 생활 속에 사용한다^^.

산(acid)과 염기(base)

4.1 산과 염기 : 반대성질을 가진 화합물

산과 염기

: 강한 산(자동차 축전지), 강한 염기(화장실 세정제)는 위험한 물질 !!!

: 묽은 산(식초), 묽은 염기(비누)는 생활 속에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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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신 또는 시큼함의 뜻을 가진 라틴어에서 유래

u 산의 이온화 정도

- 수소 이온 (H+)를 방출하는 능력

u 수용액 속에서는 수소이온이 물 분자와 결합하여 하이드로늄(H3O
+)

이온으로 존재.

산성 용액

u 신 또는 시큼함의 뜻을 가진 라틴어에서 유래

u 산의 이온화 정도

- 수소 이온 (H+)를 방출하는 능력

u 수용액 속에서는 수소이온이 물 분자와 결합하여 하이드로늄(H3O
+)

이온으로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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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기성 또는 알카리성 수용액

- 미끈거리거나 비누같은 촉감

하이드록시 (수산) (OH-) 이온을 포함

염기화합물은 수용액에 히이드록시(수산)이온(OH-)이 존재.

염기성 용액

염기성 또는 알카리성 수용액

- 미끈거리거나 비누같은 촉감

하이드록시 (수산) (OH-) 이온을 포함

염기화합물은 수용액에 히이드록시(수산)이온(OH-)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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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성 용액은 H3O
+ 그리고 염기성은 OH-의 이온 농도가 높다.

산성 용액을 염기성 용액과 섞으면 물이 생성된다.

염기와 산이 반응하여 염과 물이 생성 (염화 포타슘(KCl)은 물에 녹으

므로 용액에서 이온을 생성한다.

중화 반응 : 산과 염기의 정확한 당량 만큼의 양이 반응한 결과.

중화 반응

산성 용액은 H3O
+ 그리고 염기성은 OH-의 이온 농도가 높다.

산성 용액을 염기성 용액과 섞으면 물이 생성된다.

염기와 산이 반응하여 염과 물이 생성 (염화 포타슘(KCl)은 물에 녹으

므로 용액에서 이온을 생성한다.

중화 반응 : 산과 염기의 정확한 당량 만큼의 양이 반응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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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 염기에 수소 이온을 줄 수 있는 분자 또는 이온 (H+주게)

염기 : 산으로부터 수소 이온을 받을 수 있는 분자 또는 이온 (H+받게)

산 염기 반응 : 수소이온이 반응물간에 교환이 있는 모든 반응.

산-염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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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모니아 분자는 물 분자로부터 수소 이온을 받아서 수산 이온을 포함한 염기성

용액(암모늄이온)을 생성하고 물은 수소 이온을 제공하므로 산이다.

탄산 소듐 (Na2CO3) 과 탄산 포타슘 (K2CO3)은 수산 이온을 포함하지 않지만 물에

녹아 염기성 용액이 생성

암모니아 분자는 물 분자로부터 수소 이온을 받아서 수산 이온을 포함한 염기성

용액(암모늄이온)을 생성하고 물은 수소 이온을 제공하므로 산이다.

탄산 소듐 (Na2CO3) 과 탄산 포타슘 (K2CO3)은 수산 이온을 포함하지 않지만 물에

녹아 염기성 용액이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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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 염기의 세기는 수용액에서 이온화 정도에 의해 결정

- 이온화가 크면 산 또는 염기의 세기는 커진다

강산 - 황산, 염산, 질산.

: 물과 완전히 반응하여 하이드로늄 이온과 음이온이 생성 된다.

(높은 농도의 하이드로늄 이온을 가져 매우 큰 산성을 나타냄)

: 용액에서 완전히 이온으로 변하기 때문에 강전해질이다.

약산 : 아세트산 등

: 물과 평형 반응이 이루어져 일부만이 이온화되는 물질은 약산이다.

4.2 산과 염기의 세기

산과 염기의 세기는 수용액에서 이온화 정도에 의해 결정

- 이온화가 크면 산 또는 염기의 세기는 커진다

강산 - 황산, 염산, 질산.

: 물과 완전히 반응하여 하이드로늄 이온과 음이온이 생성 된다.

(높은 농도의 하이드로늄 이온을 가져 매우 큰 산성을 나타냄)

: 용액에서 완전히 이온으로 변하기 때문에 강전해질이다.

약산 : 아세트산 등

: 물과 평형 반응이 이루어져 일부만이 이온화되는 물질은 약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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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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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염기 –수산화 소듐 수산화 포타슘.

: 금속 수산화물은 모두 이온화합물이고 물에 녹을 때 완전히 이온으로 변환된다. 

약염기 : 암모니아

: 물과 평형을 이루어 상당히 작은 양의 암모늄 이온과 수산 이온을 포함하는 용액

을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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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기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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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산의 음이온은 염기이다



주개 받개

산

염기성 물질

OH- (aq)

산
염기염기

OH- 이온 평형
약

H3O+

하이드로늄

황산(H2SO4)

HCl (aq) H2O (l)

약



순수한 물 : 같은 양의 하이드로늄 이온과 수산 이온을 포함

- 5억 5천개 물 분자 중의 1개 정도가 이온화 된다.

4.3 몰농도와 pH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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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농도

: 용액 1 L당 용질의 몰수. (mol/L)

M으로 표시한다.

수산화 소듐 1.00 M à 1 L 용액당 1몰, 40.0 g의 NaOH를 포함.

수산화 소듐 0.10 M à 1 L 용액당 0.1몰, 4.00 g의 NaOH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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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 척도

- 순수한 물 에서 하이드로늄 이온과 수산 이온의 농도는 동일

순수한 물에서 하이드로늄 이온과 수산화 이온의 몰농도 곱

- pH 정의 : 하이드로늄 이온 농도의 음의 로그로 정의

pH 척도

- 순수한 물 에서 하이드로늄 이온과 수산 이온의 농도는 동일

순수한 물에서 하이드로늄 이온과 수산화 이온의 몰농도 곱

- pH 정의 : 하이드로늄 이온 농도의 음의 로그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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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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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염기성산성
pH미터를 통하여 식
품 및 식물 등의 pH를
확인 가능



산성 청소제 : 변기청소제

- 일반적으로 pH 2이하의 강산 : 피부나 눈에 닿을 시 위험

- 보통 염산(HCl)을 포함 : 대부분의 무기물 찌꺼기 (탄산염)와 철 얼룩을 용해

- 인산과 옥살산과 같은 다른 산도 사용

4.4 부식성 청소제제

염기성 청소제 : 하수관 및 오븐 청소제

- 일반적으로 pH 12이상의 강염기

: 피부나 눈에 닿을 시 위험

- 보통 수산화 나트륨 (NaOH) 과 같은 염기를 포함

: 동물과 식물성 기름과 그리스의 화학 결합을 빠르게 분해

- 고체 하수관에 금속 알루미늄 조각으로 막힐 경우

: 가연성인 수소 기체를 발생하므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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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기성 청소제 : 하수관 및 오븐 청소제

- 일반적으로 pH 12이상의 강염기

: 피부나 눈에 닿을 시 위험

- 보통 수산화 나트륨 (NaOH) 과 같은 염기를 포함

: 동물과 식물성 기름과 그리스의 화학 결합을 빠르게 분해

- 고체 하수관에 금속 알루미늄 조각으로 막힐 경우

: 가연성인 수소 기체를 발생하므로 유의



u사람의 위는 미생물을 죽이고 소화를 도우는 목적으로 염산을 분비하는 세포를

포함 : 위 내부벽은 매우 낮은 pH 1.5~2.0의 염산의 존재에 의해 상해를 입지 않음

u속 쓰림 : 산성 내용물이 식도를 거슬로 올라와 가슴과 목에 타는 듯한 느낌 줌

u제산제

: 속쓰림을 일으키는 위 내의 산을 중화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염기

- 수산화 마그네슘, 수산화 알루미늄, 탄산수소화물 또는 탄산염 등

4.5 속쓰림: 제산제

u사람의 위는 미생물을 죽이고 소화를 도우는 목적으로 염산을 분비하는 세포를

포함 : 위 내부벽은 매우 낮은 pH 1.5~2.0의 염산의 존재에 의해 상해를 입지 않음

u속 쓰림 : 산성 내용물이 식도를 거슬로 올라와 가슴과 목에 타는 듯한 느낌 줌

u제산제

: 속쓰림을 일으키는 위 내의 산을 중화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염기

- 수산화 마그네슘, 수산화 알루미늄, 탄산수소화물 또는 탄산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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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중화 메커니즘 :염기성 이온인 탄산수소 이온은 염산의 하이드로늄 이온과
반응 탄산생성 그리고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된다)



발포성 감기약

- 탄산수소소듐, 탄산수소포타슘, 시트르산, 아스피린이 들어있다.

수산화 마그네슘

: 적은 양을 복용시 제산제로 작용하지만, 과다 복용시 설사제로 작용

탄산 칼슘은 Tums로 알려진 약제의 활성 성분으로 작용

- 염기인 탄산 이온은 하이드로늄 이온을 중화한다

- 적은 양의 탄산 칼슘(분피로 또한 알려져 있음)은 안전하지만,

정기적인 복용은 변비를 발생

발포성 감기약

- 탄산수소소듐, 탄산수소포타슘, 시트르산, 아스피린이 들어있다.

수산화 마그네슘

: 적은 양을 복용시 제산제로 작용하지만, 과다 복용시 설사제로 작용

탄산 칼슘은 Tums로 알려진 약제의 활성 성분으로 작용

- 염기인 탄산 이온은 하이드로늄 이온을 중화한다

- 적은 양의 탄산 칼슘(분피로 또한 알려져 있음)은 안전하지만,

정기적인 복용은 변비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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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 2

(b)

(a)

14

1

pH = - log (1.0 x 10-3) = 3

[H3O+][OH-] = 1.0 x 10-14

pH = - log (1.0 x 10-11) = 11

HCl

NaOH

[H3O+] = 1.0 x 10-11 M [OH-] = 1.0 x 10-3 M

[OH-] = 1.0 x 10-4 M

[H3O+] = 0.01 M = 1.0 x 10-2 M

산성

염기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