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8 장 수용액에서의 반응
8-1  아레니우스(Arrhenius) 이론

양성자 이온은 수용액에서 H3O+ (히드로늄 이온, 수화된 수소 이온)으로 수화되어 존재



8-3  브론스테드-로리 이론-아레니우스이론 확장





[짝 산-염기 쌍]

짝 산-염기쌍 짝 산-염기쌍

짝염기는 산보다 1개 적은 H를 가지고
1개 많은 음의 전자를 가진다.

짝산은 염기보다 1개 많은 H를 가지고
1개 적은 음의 전자를 가진다.



8-9  루이스 이론

중화는 배위 공유 결합(coordinate covalent bond)의 형성으로 정의





8-4  물의 자동 이온화



자동이온화 (autoionization, 자체 이온화)
물은 약한 전해질이다. 물 자체가 평형상태에서 미약하게 이온으로 해리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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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 
[H3O+][OH-]

[H2O]2

물의 이온 곱 상수 (The Ion-Product Constant for Water, Kw)

H2O(l) + H2O(l)           H3O+(aq) + OH-(aq)

평형상수

Kc[H2O]2 = [H3O+][OH-]

물의 이온 곱 상수 w

Kw =

[H3O+]의 증가는 반대로 [OH-]의 감소를 야기한다.

= 1.0 x 10-14 at 250C

산성용액에서, [H3O+] > [OH-]

염기성용액에서, [H3O+] < [OH-]

중성용액에서, [H3O+] = [OH-]



[H3O+] [OH-]Kw 로 나눔

산성용액 영기성용액

[H3O+] > [OH-] [H3O+] = [OH-] [H3O+] < [OH-]

중성용액



HCl





pH = -log [H3O+]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 표현 : pH 척도]

5.4 x 10-4

10-4





The relations among [H3O+], pH, [OH-], and pOH.







8-5  양쪽성



[비금속 수소화물에서 산의 세기 경향성]

1. 주기의 오른쪽으로 갈수록 비금속 수소화물(E-H)의
산의 세기는 증가.
: E-H에서 E의 전기음성도 증가.

8-6  산의 세기

: E-H에서 E의 전기음성도 증가.
(E-H에서 H+는 보다 쉽게 떨어진다)

2. 족의 아래로 갈수록 비금속 수소화물의
산의 세기는 증가.
: E-H에서 E가 커지고 결합길이가 길어지고
결합 약해진다. (결합세기 감소)
H+가 보다 쉽게 떨어진다.



[산소산의 산의 세기의 경향성]

1. 비금속(E)를 둘러싸고 있는 산소의 개수가 같은 산소산에 대해서는
E의 전기음성도가 클수록 산의 세기도 증가한다.

HOCl > HOBr > HOI
2. E를 둘러싸고 있는 산소의 개수가 다른 산소산에 대해서는 산소의 수가
많을수록 산의 세기도 증가한다.

HOCl < HOClO < HOClO2 < HOClO3



8-7  수용액에서 산-염기 반응
8-8 산성 염과 염기성 염



수용액에서 산-염기 반응 : 계산
8-10 몰 농도와 관련된 계산

: 1몰 농도의 1 리터는 두 염기 중 어떤 염기의 용액과 도 1몰 농도의 1 리터와 반응
MV = M’V’

: 1 M H SO 1L를 중화: 1 M H2SO4 1L를 중화
하는데 1 M NaOH 염기
2  L 필요
à 1몰 : 2 몰



반응식?



0.001 M 2몰 : 1몰

2 x MV = 1 x M’V’
V’ = MV x 2 x 1/M

Ca(OH)2 HCl



8-11 적정

당량점(equivalence point) : 반응하는 산과 염기의 양이 화학량적으로 같은 점.
종말점(end point) : 지시약의 색깔이 변하고 적정제의 첨가가 끝나는점.







8-12 당량질량과 노르말 농도
노르말 농도(normality, N) : 산과 염기 용액의 농도를 표현

당량(eq) : 6.022 x 1023개의 수소이온을 생성하는 또는 6.022 x 1023개의
수산화 이온과 반응을 할 수 있는 산의 질량으로 정의.









반응이 완결되는 모든 산-염기 반응

à

산-염기의 중화

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