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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지시약 메틸레드 용액을 시료용액에 첨가하고 지시약의 산형의 최대 흡수파장과 염기형의 최 

대 흡수파장 및 등흡광점에서 이 시료액 홉광도를 측정하였다. 이를 측정한 흡광도로부터 이 용액의 pH 

를 계산하였다. 등흡광점에서 흡광도 범위를 0.1 내지 0.3으로 유지하고 시료용액의 pH가 pK±l내에서, 

pH 측정오차는 士0.08pH 단위 이내이었다.

ABSTRACT. The methyl red stock solution was added to sample solution and the absorbance values of 

this solution were measured at the maximum absorption wavelengths of the acidic form, the basic form, 

and the isosbestic point of the indicator. From the measurements of absorbance, the pH of this solution was 

calculated. The range of absorbance at the isosbestic point was maintained within 0.1 — 0.3. The error of 

pH measurement was within 士 0.08 pH unit in the pH range of sample solution of pKx± 1.

서 론

수용액의 pH는 일반적으로 유리전극으로 측정 

하나 지시약을 이용하여 즉정하기도 한다. 지시약 

을 이용한 pH 측정이 여러 방면에 이용되므로 지 

시약 자체의 성질을 연구하여 지시약을 이용한 

pH 측정이 편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지시약은 감응속도가 빠르므로 지시야을 이용한 

pH 측정으로 반응속도의 연구1에도 이용했고 

Newman 등은 분광광도법으로 지시약을 이용하 

여 뗯가지 완충용액에 대하여 압력변화에 따른 

pH 변화를 측정하였다%

지시약게 의한 분광광도법적 pH의 측정은 pH 

표준완충액을 pH값이 0.1-0.2 단위 간격으로 여 

러개를 준비하고 이 pH 표준완충액 및 시료액에 

정확히 동일량의 지시약을 첨가시켜 발색시킨 후 

흡광도를 측정하여 검량선에 의한 시료액의 pH를 

측정하는 것으로' 조작이 번거롭다.

또 분광광도법으로 지시약의 해리도 a를 측정, 

식 (1)를 이용하여 용액의 pH를 측정하는 법3과

pH = pKr + log［으& (1)

Robert-Baldo등의 지시 약 Phenol red (PR)를 

이용하여 바닷물의 pH를 식 (2)에 의하여 측정하 

는 방법5 등이 있다.

pH=pK「Hog ( 쎠; 써矗 ) (2)
AZlmax AZ1

그리고 평형상수를 구하기 위하여 Vereille 등 

은 등흡광점을 이용하였으며& Byrne 등은 둘 이상 

의 파장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음을 발표하였다7.

본 실험에서는 등흡광점 파장을 이용하면 시료 

액을 알칼리성 또는 산성으로 변화시켜 흡광도를 

측정하는 조작을 하지 않고도 분광광도법으로 pH 

를 측정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 지시약의 첨 

가량을 정확히 알지 않아도 용액의 pH를 측정할 

수 있으므로 실험조작이 매우 간단해진다. 여기서 

pK값이 이온강도에 큰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 

시약을 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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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원리

해리 평형식. Methyl red는 염기성 지시약으 

로 해리평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In+HQ=InH++OH- (3)

K QnH+〕〔OH-〕 
Kb~ ―M ⑷

H++OH-=HQ,〔H+〕〔OH-〕=K° (5)

K*， 〔H+〕血〕 IR.
瓦—OnH+〕 (6)

pH= (pKw-p/L)-log^^劳丄 (7)

(p/QrpKb) 를 pKi라고 하면

pH=p K - log 뼈]〕 (8)

여기서 평형상수 K에 관련된 수소이온 농도는 

유리전극으로 측정하므로 활동도가 측정되고 또 

지시약의 염기형 In과 산형 InH+의 농도는 분광 

광도법으로 측정하므로 mol 농도가 된다.

지시약 Methy red (MR) 의 산형 InH+의 흡수 

극대 파장 522nm에서 흡광도로 나타낸 관계식은

pH=pK〔 - log
사- 入 厶血!!

A^Amax— kA (9)

財max는 파장 522nm에서 지시약을 첨가한 시료 

액을 충분히 산성으로 한 후 측정한 흡광도이고, 

人은 이 액을 충분히 알칼리성으로 한 후 측정 

한 흡광도이다. 人以는 지시약을 첨가한 시료액 자 

체의 흡광도이다. 또한 식 (9)을 다음과 같이 나 

타낼 수도 있다.

pH=p『施씅芒% do)

사‘。는 등흡광점 파장에서 측정한 흡광도이고 상 

수 a, b는

fl=Aj4m(ut/AiSo=e,AylmaJtC/e'Also • C 
Z>= A/lnlln/A1So=«, A/lmmC/c Also , C

人4nax는 지시약의 mol 홉광계수 £-AAnax°fl 농 

도 C를 곱한 값과 같다. €♦ 차so는 등흡광점 에서 

mol 흡광계수이다. 따라서 상수 a, b는 mol 홉광 

계수의 비이므로 지시약게 따라 일정한 값을 갖는 

상수이다. 특정 지시약에 대하여 a, 3값을 측정하 

여 두고 이 지시약에 대한 pK값을 알고 있으면

Fig. 1. Effect of absorbance error on pH measurement.

시료용액의 흡광도 측정으로 용액의 pH를 알 수 

있다. 즉 시료용액에 적량의 지시야을 첨가하고 

지시약의 흡수극대 파장 522nm에서 흡광도 XA 
를 즉정하고 등흡광점 파장 466nm에서 흡광도 

처so를 측정하면 식 (10)에서 시료액의 pH를 계산 

할 수 있게 된다. 같은 방법으로 지시약 MR의 염 

기형 In의 흡수극대 파장 430 nm를 이용할 수도 

있다.

pH=pK「Hog 승&으스?亍 (11)

w A ISO 人 J

人/는 시료용액에서 지시약의 염기형의 흡수극대 

파장 430nm에서 측정한 홉광도이다. a와 b는

a =入 Lnax/ 入 iso 

b A Imm/iso

흡광도 측정오차가 pH 측정에 미치는 영향. 

이를 이론적으로 계산하였다. 식 (9)에서 人曲가 

0.250이라고 가정하면, 人4max(a•사s。)는 0. 770 

財mm (3•서S。)는 0.019가 된다. 財는 용액의 산 

도에 따라 0.770 이하 0.019 이상의 임의의 값을 

갖게된다. A4에 임의의 값을 대입하였을 때 오차 

가 없는 pH값으로 보고 이 足4값 및 a•서s。, b- 
저s。에서 각각의 흡광도 단위로 +0.005 또는 

-0.00&씩 오차가생긴다고가정하였을때 , 이 흡광도 

측정오차가 pH 측정에 미치는 오차를 ApH라고 

하면,

厶 pH=log
人/1- b•入 g<> 

a*Also—A^4

[rm (人A + a)-0"、so+/&)

(a-AISO+y) - (AA+a) (12)

여기서 a, P, y는 흡광도 측정오차값으로 각 

각 +0.005, 0.000 및 一0.005를 여 러가지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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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하여 pH 측정오차 즉, ApH를 계산한 24개의 

곡선을 Fig. 1에 나타내었다. 오차값 a, /3, /가 

모두 +0.005일 때는 오차영향이 서로 상쇄되어 

pH 측정오차가 0이 된다. 또 a, ft, y가 모두 

-0.005일 때도 또한 pH 측정오차가 0이 된다.

pH5에서 오차가 +0.025pH 단위 이내로 가장 

적고, pH4 내지 6, 즉 pKi±l 이내의 pH에서 

오차가 ±0.07pH 단위이다. pH가 이 범위를 넘 

으면 오차가 매우 커진다. 따라서 흡광도법으로는 

pK±l 범위내에서 측정하여야 오차가 적음을 알 

수 있다.

식 (10)에서 흡광도 측정에 기여되는 오차는 실 

험에서 얻는 상수 a, b값 자체의 오차 및 사龄, 

XA 등의 측정오차가 본 법의 측정오차로 나타나게 

된다.

실 험

사용한 지시약 MR은 Merck제를 사용하였으며 

이 지시약 0.1g을 7.45mZ의 0.02N NaOH를 

첨가 후 물 250mZ로 희석하였다. 이 지시약 자체 

의 pH는 약 10.8이었다.

흡 광도는 UV-Vis Spectrophotometer 

(Shimadzu UV-240, Japan)으로 측정하였고 이 

때 파장 폭은 2nm로 하고, 10 mm의 석영 셀을 

사용하였다.

pH의 측정은 Orion 901 lonmeter를 사용하였 

고 pH 전극은 Orion 8102 Combination 

Electrode를 사용하였으며, 온도는 각각 ±0.1°C 

이내로 조정 실험하였다.

용액의 pH는 아세테이트염과 염화칼륨으로 일 

정한 이온강도를 유지시킨 후 4N NaOH와 4N 
HC1 로 조정하였다.

상수 a값은 MR의 등흡광점 파장 466nm에서 

흡광도와 이 용액을 충분히 산성으로 한 후의 파장 

522nm에서 측정한 흡광도의 비이다. 즉 pK-2인 

pH에서 산형의 존재비는 99%가 된다. 또 상수 3 

값은 등흡광점에서의 흡광도와 시료액을 충분히 

알칼리성으로 한 즉, pH가 pK + 2 이상인 점에서 

파장 522nm에서의 흡광도 비이다. 또 지시약 산 

형의 흡수극대 파장이 아닌 임의의 파장을 선택하 

여 용액의 pH를 계산할 수도 있다.

결과 및 고찰

MR의 pH에 따른 홉광도 곡선은 Fig. 2에 나

Fig. 2. Absorption spectra of MR. at 522 nm and 430 

nm isosbestic point 466 nm, 25 °C, 0.1M KC1 solution.

Table 1. pKj of me thy red at various temperature

Temperature

(°C)

Ionic strength (M)

0.005 0.010 0.100 0.500

15 5.046 5.038 5.021 5.002

20 5.015 5.012 5.003 4.981

25 4.988 4.980 4.964 4.946

30 4.966 4.961 4.952 4.933

35 4.939 4.935 4.925 4.902

타내었다. 등흡광점 파장은 466 nm이었다.

지시약의 농도가 일정할 때 등흡광점 파장에서 

의 흡광도는 pH가 3.5에서 8 사이에서는 일정한 

값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pH가 약 3.5보다 강한 

산성 영역에서는 등홉광점의 흡광도가 증가하였 

다.

즉 상수 务 3, ar, b，는 이온강도 및 실험한 온 

도범위내에서 일정한 값을 나타냄을 볼 수 있었다.

a=3.080 0=0.075

a'=1.250 £>'=0.250

MR의 온도 및 이온강도에 따른 값을 Table 1 

에 나타내었다.

아세테이트염으로 완충시킨 이온강도 0.005인 

용액에서 유리전극으로 측정한 pH와 파장 522, 

466, 430nm에서 측정한 흡광도에서 식 (10)로 계 

산한 pH값 및 이들의 차이값인 ApH와 식 (11) 

로 계산한 pH 및 그 오차 ApH를 Table 2에 나 

타내었다.

여기서 지시약의 첨가량에 관계없이 용액의 pH 

가 pK±l 범위내에서 유리전극으로 측정한 pH와 

홉광도로 계산한 값과의 차이는 ±0.08pH 단위이 

내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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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 

e디. 11

Table 2

pH*
XA 

522
入iso
466

Az 
430

pH 

eq. 10
4 pH

4.172 0.458 0.168 0.063 4.140 -0.032
4.380 0.426 0.168 0.074 4.360 -0.020
4.745 0.335 0.166 0.103 4.753 + 0.008
4.972 0.271 0.168 0.126 4.994 + 0.022
5.373 0.157 0.166 0.161 5.404 + 0.031
5.675 0.101 0.168 0.181 5.688 + 0.013
5.961 0.058 0.163 0.189 6.002 + 0.041
4.086 0.846 0.312 0.110 4.160 + 0.074
4382 0.761 0.310 0.138 4.434 + 0.052
4,996 0.479 0.309 0.238 5.031 + 0.035
5.318 0.316 0.309 0.290 5.352 + 0.034
5.924 0.117 0.308 0.352 5.962 + 0.038

pH Measured by glass electrode at 20 X. Ionic strength 0.005.

4.169 

4.387 

4.785 

5.015 

5.425 

5.696 

6.017 

4.073 

4.400 

5.050 

5.359 

5.936

厶pH

-0.003 

+ 0.007 

+ 0.040 

+ 0.033 

+ 0.052 

+ 0.021 

+ 0.056

0.013 

+ 0.018 

+ 0.054 

+ 0.041 

+ 0.012

Fig. 3. Curve for 나)e titration of 0.1A/ H3PO4 with 0.1 

M NaOH. o: pH measured by galss electrode; △ : pH 

caculated by equation (10).

0.1M 인산 20.0 m僵 0.1 必 NaOH 용액으 

로 중화 적정할 때 유리전극으로 측정한 pH와 지 

시약법으로 계산한 pH의 적정곡선을 비교하였다. 

0.1M 인산용액 20.0 m/를 0.1〃 NaOH 19.6 

mZ로 중화시킨 후 유리전극으로 pH를 측정하고 

여기에 지시약을 첨가하고 또 다시 유리전극으로 

pH를 측정하였다. 이 전자와 후자의 pH 차이는 

지시약이 용액의 pH를 변화시킨 것이다.

이 용액의 흡광도를 측정하여 흡광도법으로 PH 

를 계산하고 이 용액은 버린다음, 다시 인산 20.0 

m，를 취하여 위와같은 방법으로 실험을 단계적으 

로 시행하였다.

지시약의 첨가량이 등홉광점에서의 흡광도가 약 

0.280 정도 되게 하였을 때 지시약의 첨가에 의한 

용액의 pH 변화는 0.008 내지는 0.030 pH 단위 

정도이었다.

지시약 첨가전에 측정한 pH와 흡광도법으로 계 

산한 pH에 대한 적정곡선을 Fig. 3에 나타내었 

다. 완충능력이 적은 당량점 부근에서 유리전극으 

로 측정한 pH값과 지시야을 첨가하여 계산한 PH 

값과의 차이는 ±0.06pH 단위 정도이었다.

지시약 첨가량이 적을 때에는 완충능력이 적은 

용액에서도 지시약법으로 PH 측정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Fig. 3에서 유리전극으로 측정한 당량점과 지시 

약으로 측정한 당량점에 대한 0.1必 NaOH 소비 

량 차이는 0.03mZ로 적정오차는 0.15% (0.03/ 

20X100= 0. 15)로 매우 적어 정확한 당량점 측정 

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중화적정을 할 때 지시약을 미리 첨가하고 흡광 

도법으로 pH 측정을 하면 지시약 첨가가 pH를 

변화시키는 오차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더욱 정확 

한 pH 측정이 가능하였다. 지시약에 에틸알코올 

등의 첨가는 등흡광점 파장이 약간 변동되고 흡광 

도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알코올 둥의 첨가는 측정 

에 오차를 준다.

본 연구는 1988년도 문교부 기초과학 육성 연구 

지원비에 의해 이루어 졌으며 당국에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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