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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benzenesulfonic acid(HBs) 와 그 유도체인 /-chlorobenzenesulfonic acid(HCs), m-nitro- 

benzenesulfonic acid(HNs) 및 />-toluenesulfonic acid(HTs)의 세기를 아세트산 용매에서 분광광도법 

으로 측정 하였다. Indicator Base 인 /)-naphtholbenzein(PNB) 을 사용하여 20.0±0.1°C 에서 측정 한 

HTs, HBs, HCs 및 HNs의 이온화상수는 각각 3.5 XIO% 4.1X102, 19.3X102, 50X102 이었다.

ABSTRACT. Acidic strength of benzenesulfonic acid(HBs) and it's derivatives, />-toluenesulfonic 

acid(HTs), »-chlorobenzenesulfonic acid (HCs) and 加-nitrobenzenesulfonic acid (HNs), were 

measured in the anhydrous acetic acid medium by spectrophotometry. />-naphtholbenzein (PNB) was 

used as an indicator base and the ionization constants of HTs, HBs, HCs and HNs were 3.5 X102, 

4.1X102, 19.3X102 and 50X102, respectively, at 20.0±0.1°C.

서 론

benzenesulfonic acid (HBs) 및 그 유도체 인 力- 

toluenesulfonic acid(HTs), 0-chlorobenzenesul- 

fonic acid (HCs) 및 m-nitrobenzene sulfonic acid 

(HNs) 는 수용액상에서는 그 세기를 비교할 수 

없을정도로 강한 산들이다. 따라서 이들산의 

세 기 를 비 교하기 위해서 비 수용매 를 사용하여 야 

한다.

비 수용매 에 서 의 산-염 기 적 정 은 Folin 과 Wen- 

twortH에 의 해 최 초로 시 도되 었다, 그후 Conant, 

Hall, Werner?-4 등은 아세트산 용매에서 아민 

을 적정하였다.

Kolthoff 와 Bruckenstein，은 아세 트산용매 에 서 

HTs 를 포함한 몇가지 강산의 해리상수를 측정 

하였고, 그 이후에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6~8 

최근에는 용매의 Medium Effect^。가 활발히 연 

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전상수가 6.2인 아세트산에 

서9 HBs, HTs, HCs 및 HNs의 세기를 측정하 

여 치환기의 변화에 따른 이들산의 세기변화를 

관찰하였다.

해리상수식의 유도. 이온쌍의 스펙트럼은 이 

온의 스펙트럼과 같고 흡광도는 이온쌍형성때 

참여한 이온의 수에 비례하므로" 아세트산과 같 

이 유전상수가 낮은 용매에서는 흡광도를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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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산의 세기를 측정할 수 있다.

HBs 및 그 유도체들은 285nm 의 빛 을 세게 흡 

수한다. 그러나 그 흡수봉우리는 매우 예리하지 

만 흡광도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하기 때문 

에 이를 이용하여 산의 해리상수를 측정하는데 

지장을 준다. 따라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산의 

세기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Kolthoff 와 Bruckenstein5 은 아세 트산용매 에 서 

산의 이온화상수, 해리상수 및 총괄해리상수를 

/>-naphtholbenzein (PNB) 을 indicator base 로 사 

용하여 측정하였다.

PNB 를 I라고 하고 아세트산에서 약산으로 

작용하는 HBs, HTs, HCs 및 HNs 를 HX 로 표 

시하면, 아세트산에서 이들은 다음과 같은 평형 

관계를 유지한다.

I+HX=IH+X-=IH++X- (1)

이때의 이온화상수를 府或, 해리상수를 Kjx 

그리 고 총괄해 리 상수를 Khx 라고 하면 이 들값은 

다음과 같다.

K：HX =
(IH+X-) 

m [Hxj

K册=
〔IH+〕〔X-〕

〔IH+X-〕

Khx=
〔H+〕〔X-〕 

〔HX〕+〔H+X-〕

이때 Z〔IH+〕/〔I〕값은 (2)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S(IH+) 〔IH+〕+

—〔IH+X-〕［ 〔IH+〕］
一 〔I〕 ［1+〔IH+X-〕J ⑵

산의 분석농도인 Chx 는 다음과 같다.

Chx= (HX) +〔H+X-〕+〔H+〕 (3)

HX가 아세트산 내에서 약산으로 작용하면

〔HX〕》〔H+X-〕，〔H+〕

이므로 Ch#=〔HX〕라고 놓을 수 있다.

(2)식에 跖吃 K町 Khx 및 Chx=〔HX〕의 

관계를 넣고정리하면 (4)식이 얻어진다.

_並旦丄 _ ?hx 丫眇 KiIIX
〔1〕0寂_ ' "Chx+ /Khx+K：hx K羿x〔i〕

(4)

Z〔IH+〕/U〕/成를 J盂에 대해 도시하면 

직선이 얻어지고, 그때의 기울기로 부터 이온화 

상수를 구할 수 있다.

이때의 절편을 b로 놓으면

〔I〕b2 = K；HXK 羿 X__R 參囂q2 ⑸

의 관계가 얻어진다.

〔I〕b2 을 b2 에 대 해 도시 하면 직 선이 얻어 지 는데 

그 절편과 기울기로 부터 해리상수와 총괄해리 

상수를 구할 수 있다.

실 험

무수초산의 제조. 99.0% 아세트산 lKg 당 93. 

0% acetic anhydride 61. 5mZ 를 가한후 상온에 

서 2일간 방치시키면 아세트산 내의 수분이 

acetic anhydride 와 반응하여 아세트산으로 변 

한다. 이렇게 수분을 제거시킨 아세트산의 수분 

함량은 Karl-Fischer 적정에 의하면 0.01% 이하 

였다.

염기 표준용액. 105°C에서 1일간 건조시킨 

potassium biphthalate 일정 량을 달아 아세트산에 

녹여 염기 표준용액으로 사용하였다.

HCIO4 용액. 60 % HCIO4 용액 200mZ 에 acetic 

anhydride 82mZ 를 조심 스럽 게 가한후 2 일 간 방 

치하여 수분을 아세트산으로 바꾸어 주었다. 이 

때의 수분함량은 0.02% 이하였다.

시료용액. benzenesulfonic acid 및 그 유도체 

들은 sulfonyl 기 의 영 향 때 문에 대 기 중의 수분을 

대 단히 잘 흡수한다. 따라서 50°C 진공오븐에서 

1일간 건조시킨것을 즉시 녹여 사용하였다. 이 

때의 산의 농도는 Methyl Violet B 를 지시 약으 

로 사용하고 potassium biphthalate 표준용액 으로 

적정하여 결정하였다.

흡수 스펙트럼. 〔IH+〕의 흡수 스펙트럼은 

PERKIN—ELMER 201 UV. —Vis. Spectrophoto- 

meter 로 측정하였다.

이때의 바탕용액으로는 아세트산을 사용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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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온도는 20.0士0.1°C 로 유지시 켜 주었다.

결과 및 고찰

Fig. 1 은 PNB 의 흡수 스펙 트럼 이 다.

Fig. 1에서의 곡선 A는 PNB 자체의 흡수스펙트 

럼이고, 곡선 B 는 HC1Q 를 가해 산성으로 바 

꾸어 준 PNB 화학종의 스펙 트럼 으로서 630nm와 

464nm 에서 흡수봉우리가 나타난다.

이 의 분석 파장은 겹 치 는 부분이 없는 630nm 로 

정 하였고, 몰흡광계 수는 HC1Q 의 농도가 PNB 

농도의 약 8000배 되도록 가한후 측정한 결과 

9.03Xl()3〃moLcm이었다. 수소이온과 결합하 

지 않은 PNB 화학종 I 는 454nm 에 흡수봉우리 

가 나타나지만 IH+의 흡수봉우리와 겹치기 때 

문에 G=〔I〕+〔IH+〕의 관계 식 으로 부터 〔I〕값

U00 500 600 TOO ran

WAVELENGTH

Fig. 1. Absorption spectrum of PNB：A, basic spectrum 

in acetic acid; B, acid spectrum in acetic acid contain

ing excess perc외oric acid.

을 구하있다.

이온화상수의 측정. 산의 농도 Chx 를 일정하 

게 유지하고 여기에 PNB의 농도를 변화시켜가 

며 가해주면〔IH+〕는〔I〕에 따라 직선적으로 변 

한다. 산의 각각의 농도에 대해 이러한 직선을 

그리 면 이 직선들로 부터〔I〕가 4.0, 4.2, 4.4, 

4.6, 4.8 및 5.0X10-5肱일때 각각의 농도에 대한 

〔IH+〕값을 얻을 수 있고〔IH+〕/〔I〕丿扁 를 

,质에 대해 도시하면 기울기와 절편이 다른 

일련의 직선이 얻어진다.

5,0 7.0

西島3

Fig. 2. Plot of Eq. 4 for benzenesulfonic acid.

Table 1. Data calculation of Eq. 4 and Eq. 5 for some acids

①

HBs HTs HCs HNs

slope intercept slope intercept slope intercept slope intercept

4.0X10-5 4.10X102 17.26 3.47X102 11.49 19.99X102 7.60 4&73X102 15.06

4.2X10-5 4.09X102 17.05 3.48X102 11.27 19.68X102 7.54 49.17X102 12.92

4.4X10-5 4.08X102 16.84 3.48X102 11.06 19.39X102 7.48 49-57X102 10.97

4.6X10~5 4.07X102 16.66 3.48X102 10.86 19.14X102 7.44 49.94X102 9.17

4.8X1B 4.06X102 16.49 3.48X102 10.68 18.90X102 7.40 50.28X102 7.56

5.0X10-5 4.05X102 16.33 3.48X102 10.50 18.68X102 7.37 50.24X102 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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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는 HBs에 대해 이러한 관계를 도시한 

것이고 이때 얻은 직선의 기울기와 절편값 등을 

Table 1에 계산하여 나타내었다. (4)식에 의하 

면 이때의 기울기가 이온화상수이다. 같은 방법 

으로 HTs, HCs 및 HNs에 대해 이 런 관계를 도 

시하여 얻은 기울기와 절편값들을 TaMe 1 에 같 

이 나타내었다.

해리상수의 측정. 앞서 (4)식에 대한 도시의 

결과로 얻은 직선의 절편값으로 부터 U〕b2을 b2 

에 대해 도시할 수 있다. (5)식에 의하면 이 직 

선의 기 울기 는 음의 값을 갖고, 절편값으로 부터 

K『x 값을 구할 수 있고 기울기 값으로 부터 총 

괄해리상수를 구할 수 있다.

Fig. 3은 HBs, HTs, HCs 및 HN요에 대해 이 

관계를 도시한 것으로서 HBs 와 HTs 는 (5)식 

과 잘 일치 하고 있으나 HCs 는 곡선, HNs 는 기 

울기가 정의값을 갖는 직선으로 나타나 (5)식과 

맞지 않음을 보이고 있다.

HCs 와 HNs 가(5)식 에 서 벗어 나는 것은, (5) 

식은 이들 산이 약한산이라는 가정하에서 세운 

식인데 HCs 와 HNs 는 다른 두 산에 비해 강산 

의 범주에 들어 (5)식을 세울때의 가정인

〔HX〕》〔H+X-〕，〔H+〕

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HCs 와 HNs 의 K껴X값은 구할 수 

없고 HBs 와 HTs 의 Kfx값만 구하였다.

Fig. 3. Plot of Eq. 5 for benzenesulfonic acid and it's 

deriv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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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quilibrium constants obtained for system 

PNB-HX

HTs HBs HCs HNs

K严 3.5X102 4.1X102 19.3X102 50X102

K 껴X 1.9X10-5 6.3X10-5 — 一

Ta히e 2 는 본 연 구에 서 측정 한 4 가지 산의 

K：hx와 K；h 값을 종합하여 나타낸 결과이다.

아세 트산용매 에 서 측정 한 HTs 와 HC1 의 이 온 

화상수값은 Kolthoff 와 Bruckenstein 에 의 해 보 

고된바 있다. 5 그들의 연구에 의하면 25. 0±0. 

1°C 에서 측정한 HTs 의 府很값은 3.7X102, 

HC1 의 K：hx값은 1.3X102 이 었다. 반면, 본 연 

구에 서 측정 한 HTs 의 Kfx값은 3.5 X102 이 다. 

이러한 약간의 차이는 그들은 I의 농도범위가 

2.0X10-이Vf~6.0X10-6肱일때 측정하였고, 온 

도 또한 본 연 구에 서 와 다르기 때 문에 발생 한 것 

같다.

그러나 그들이 측정한 HTs의 府取값은〔ox 

IO* 으로서 본 연구의 결과와 많은 차이 를 보이 

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KJHX 값은 측정한 K；HX 

값과〔I〕b2을 b2 에 대 해 도시 하여 얻 은 기 울기 

로부터 구한 값이 기 때 문에 K；HX 값의 차이 와 도 

시범위의 차이가 상승되어 발생한 것으로 생각 

된다.

HBs 와 HTs 의 Khx 값은 K；HX 값과 Kb 값으 

로부터 구할 수 있 다. 그러 나 KJHX 값 자체 에 오 

차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 

어 구하지 않았다.

Table 2 에 서 각 산의 K?HX 값은 치 환기 의 성 질 

로부터 예측한 산의 세기와 잘 일치하고 있으나 

須严값은 그렇 지못하다. 따라서 각 산에 대 해 

구한 肉皿 값은 하나의 참고자료일 뿐이고 각 산 

의 세기 는 K¥X 값에 의해 비 교될 수 있다.

문헌에 나타난 HC1 의 K；HX 값이 1.3X102 인 

것을 보면 HTs, HBs, HCs 및 HNs 는 HC1 보 

다 강한산임을 알 수 있다.

결 론

수용액상에서 100% 해리하여 그 세기비교가 



456 車基元•洪性旭•楊昌淑•李益春

불가능한 benzenesulfonic acid 및 그 유도체의 

세기를 아세트산 용매에서 비교하였다.

20.0±0.1°C 아세트산에서 이온화상수는 HTs 

가 3.5X102, HBs7} 4.IX102, HCs가 19.3X 

102, HNs가 50X102 으로 산의 세기는 치 환기의 

성질과 잘 일치하였다.

또한 HC1 의 이온화상수와 이들간의 이온화상 

수의 비교로부터 이들은 HC1 보다 강한 산임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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