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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st도를 이용한 수용액의 산화-환원반응 평형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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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Oxidation-reduction Equilibria in Aqueous Solution 

Through Frost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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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산화-환원반응은 수용액에서 일어나는 여러 중요한 반응중 하나이다. 산화-환원반응의 평형을 해석하는 것은 습식제련에서 침출,

분리 및 전기화화반응과 같은 단위공정을 설계하는데 있어 큰 도움이 된다. Frost도를 작성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Frost도와 Latimer

표로부터 불균등화반응과 균등화반응이 일어나는 조건을 해석하였다. 또한 Frost도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에 대해 고찰하였다.

주제어 : Frost도, 산화-환원반응, 평형, 불균등화 반응 

Abstract

Oxidation-reduction reaction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reactions occurring in the aqueous phase. Analysis of the equilibria

related to these oxidation-reduction reactions is of great value in designing many unit operations in hydrometallurgy, such as

leaching, separation and electrochemical reactions. The construction of Frost diagram was discussed in this work. The conditions

at which disproportionation and proportionation reactions can occur were explained by analyzing Frost diagram together with

Latimer table. The information which can be obtained from Frost diagram was discussed.

Key words : Frost diagram, oxidation-reduction, equilibria, disproportionation 

1. 서 론

산화-환원반응은 산-염기 반응과 함께 수용액에서 일

어나는 중요한 반응이다. 일반적으로 전자를 잃는 반응

을 산화반응으로, 전자를 얻는 반응을 환원반응으로 분

류한다. 그러나 이온결합과 달리 공유결합을 형성하는

다음의 반응에 대해 이러한 정의를 적용하기 어렵다.

H2(g) + Cl2(g) = 2HCl(g)

수소와 염소가스가 반응해서 생성된 염화수소가스는

공유결합을 통해 분자를 형성하므로 전자를 공유한다.

따라서 공유결합을 형성하는 반응에 대해 산화-환원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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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이 일어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응에

참여하는 반응물과 생성물에 대해 산화수(oxidation

number)를 할당하는 것이 편하다. 반응물과 생성물에

산화수를 할당하면 반응 전후 산화수의 변화로부터 산

화반응 혹은 환원반응이 일어났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즉 산화수는 산화-환원반응에서 전자의 변화를 판단할

수 있는 유효한 방법이다. 

산-염기 반응의 경우 반응속도가 대부분 빠른데 반해

산화-환원반응의 속도는 반응계에 의존한다. 수용액에서

광석의 침출이나 이온의 분리, 이온의 석출에 산화-환

원반응이 자주 응용되므로 반응속도론적인 측면에 앞서

반응의 열역학을 검토하는 것이 반응설계에서 매우 중

요하다.

일반적으로 수용액에서 산화-환원반응을 나타내기 위

해 Eh-pH도가 자주 이용된다. 특히 Eh-pH도의 경우

반응속도에 대한 자료가 없지만, 침출이나 금속이온의

전해채취 및 금속이온의 석출에 대한 열역학적 자료를

제공한다. 용액의 조성으로부터 K-value방법을 이용하

여 수소이온의 활동도를 계산하고, 산화-환원쌍에 관련

된 화학종의 농도를 계산하면 용액의 pH와 전위를 계

산하는 것이 가능하다1-6). 

수용액에서 원소가 여러 산화상태를 지닐 때 서로 다

른 산화상태의 상대적인 안정성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Latimer도표와 Frost도가 있다7). Latimer도표의 경우 원

소의 여러 산화상태에 대한 환원전위를 나타내는데 유

용하다. Frost도는 수용액에서 여러 산화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화학종의 상대적인 안정도를 쉽게 나타내는 그

림이다7). 망간은 전이금속으로 6개의 산화상태를 지닐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망간의 Frost도를 작성

하는 방법과 해석에 대해 고찰하였다. 

2. Frost도의 작성과 해석

전이금속의 경우 ns와 (n-1)d 오비탈의 에너지가 비

슷하므로 여러 산화상태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수용

액에서 전이금속에 대해 가장 안정한 산화상태를 나타

낼 수 있다면 산화상태의 고유의 안정성을 측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 화학종이 산화제 또는 환원제로

작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다.

망간의 경우 수용액에서 +2, +3, +4, +5, +6, +7의

산화수를 가질 수 있으며, 각각의 전자구조를 Table 1

에 나타냈다. 일반적으로 산화수가 높은 금속은 공유결

합을, 산화수가 낮은 금속은 이온결합을 형성한다8). 즉

Mn2O7는 상온에서 액체로 공유결합형 화합물이며,

Mn3O4는 1564oC에서 용해되는 이온결합형 화합물이다8).

Frost도(일명 Oxidation state diagram)는 망간과 같이

다양한 산화수를 지닌 원소에 대해 화학종의 산화수와

자유에너지를 동시에 나타내 산화상태에 따른 안정도를

쉽게 식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림이다. 일반적으로 자

유에너지가 작을수록 안정한 상태를 의미하므로 열역학

적으로 가장 안정한 상태의 산화수를 지닌 이온이

Frost도의 가장 낮은 지점에 위치한다7). 먼저 금속이온

의 환원반응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Mn+ + n = M(s) (1)

Frost도에서는 Mn+/M 산화환원쌍에 대해 x축으로 산

화수(n)를, y축으로 Go/F를 나타낸다. 25oC에서 안정한

상태의 원소에 대해서는 표준생성자유에너지를 0으로

정의하므로 전이금속원소가 산화상태가 n인 이온으로

산화 또는 환원되는 전기화학반응에 대해 표준산화/환

원전위로부터 이온의 자유에너지를 바로 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상기 환원반응의 환원전위가 클수록 금속

양이온이 환원되려는 경향이 크므로 산화상태가 불안정

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이금속의 산화된 상태가 환

원된 상태보다 안정하다면 상기 반응의 표준자유에너지

변화(ΔGo)가 커야 한다. 

먼저 여러 산화상태의 망간에 대해 25oC에서 표준생

성자유에너지를 Table 2에 나타냈다9). 망간의 경우에는

여러 산화상태의 망간 이온 또는 산화물을 반응식의 좌

변에 위치하며, 산화상태로 존재하는 화학종의 자유에

너지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먼저 Mn2+/Mn쌍에

대해 다음 관계가 성립한다.

 (2)ΔG
o
 = G

Mn

o
−G

Mn
2+

o
 = G

Mn
2+

o
–  = 228.1 KJ

Table 1. Electron configuration of manganese with various

oxidation number

Oxidation number Electron configuration

Mn(0) [Ar]4s23d5

Mn(2) [Ar]3d5

Mn(3) [Ar]3d4

Mn(4) [Ar]3d3

Mn(5) [Ar]3d2

Mn(6) [Ar]3d1

Mn(7) [Ar]3d0



Frost도를 이용한 수용액의 산화 -환원반응 평형 해석 5

자원리싸이클링 제 26권 제 4호, 2017

 (3)

상기 방법으로 망간의 여러 산화상태에 대한 자유에

너지변화를 Table 3에 나타냈다. Table 3은 25oC에서

pH가 0이고 반응에 관련된 이온의 농도가 1 M인 조건

에서 열역학적 자료를 나타낸다. Table 3으로부터 산성

용액에 존재하는 망간의 여러 산화상태에 대해 Frost좌

표를 구하면 (2, −2.36), (3, −0.86), (4, 0.1), (5, 4.43),

(6, 4.64), (7, 4.89)을 얻을 수 있으며 Frost도를 Fig.

1에 나타냈다. 

한편 염기성 용액에서는 수소이온의 농도가 매우 낮

고 수산화이온의 농도가 높으므로 망간의 산화환원반응

이 산성용액의 경우와 다르다. 염기성용액에서 여러 산

화상태의 망간에 대해 산화환원반응과 25oC에서 표준

자유에너지변화를 Table 4에 나타냈다9). Table 4는

25oC에서 용액의 pH가 14이고 이온의 농도가 1 M인

조건에 대한 자료이다. 이와 같이 구한 표준자유에너지

변화로부터 염기성 용액에서 망간의 여러 산화상태에

대한 Frost 좌표를 구하면 (2, −3.31), (3, −3.36), (4,

−3.22), (5, −2.25), (6, −1.98), (7, −1.74)을 얻을 수

있다. 

산성과 염기성용액에서 망간의 여러 산화상태에 대한

Frost도를 Fig. 1에 같이 나타냈다. 전반적으로 산성보

다는 염기성용액에서 망간의 산화상태가 훨씬 안정한

것을 알 수 있다. 망간과 같은 방법으로 산소의 Frost

도를 구해서 Fig. 2에 나타냈다7,9). 

Eh-pH도와 마찬가지로 Frost도도 산화환원반응에 대

G
Mn

2+

o

F
------------- = 2.36–  V

Table 2. Standard Gibbs free energy of formation of various

manganese species at 25oC

Species ΔGo (KJ/mol)

Mn 0

Mn2+ −228.1

Mn(OH)2 −615.0

Mn3+ −83

Mn2O3 −881.1

MnO2(β) −465.14

MnO2(γ) −448.5

MnO4
3− −527

MnO4
2− −500.7

MnO4
− −477.2

H2O −237.178

OH− −157.293

Table 3. Reactions occurring in acidic solutions of

manganese and their corresponding standard Gibbs

free energy change

Reaction
ΔGo

rxn 

(KJ/mol)

Go
oxidized/F 

(V)

Mn2+ + 2e = Mn 228.1 −2.36

Mn3+ + 3e = Mn 83 −0.86

MnO2(β) + 4H+ + 4e = Mn + 2H2O −9.216 0.1

MnO4
3− + 8H+ + 5e = Mn + 4H2O −427.712 4.43

MnO4
2− + 8H+ + 6e = Mn + 4H2O −448.012 4.64

MnO4
− + 8H+ + 7e = Mn + 4H2O −471.512 4.89

Fig. 1. Comparison of Frost diagram for manganese between

acidic and alkaline solutions at 25oC.

Table 4. Reactions occurring in alkaline solutions of

manganese and their corresponding standard Gibbs

free energy change

Reaction
ΔGo

rxn 

(KJ/mol)

Go
oxidized/F 

(V)

Mn(OH)2 + 2e = Mn + 2OH− 300.414 −3.11

0.5Mn2O3 + 1.5H2O + 3e = Mn + 3OH− 324.438 −3.36

MnO2(β) + 2H2O + 4e = Mn + 4OH− 310.324 −3.22

MnO4
3− + 4H2O + 5e = Mn + 8OH− 217.368 −2.25

MnO4
2− + 4H2O + 6e = Mn + 8OH− 191.068 −1.98

MnO4
− + 4H2O + 7e = Mn + 8OH− 167.568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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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유용한 정보를 함유하고 있다. 

1) 먼저 Frost도에서 두 점을 연결하는 선의 기울기

는 두 화학종에 의해 형성된 산화환원쌍의 표준환원전

위와 같다. 즉 산성용액에서 Mn2+와 Mn3+ 두 상태를

연결하는 직선의 기울기는 1.5로 다음 산화환원쌍의 표

준환원전위와 같다.

Mn3+ + e = Mn2+, Eo = 1.5 V  (4)

2) 산화환원쌍에서 양의 기울기는 환원되려는 경향을

나타낸다. 따라서 더 큰양의 기울기를 가진 화학종은 산

화제로 작용하며 환원되려는 경향이 크다. 같은 원리로

음의 기울기는 산화되려는 경향을 나타내며, 음의 기울

기가 클수록 환원제로 작용하려는 경향이 크다. 

3) Frost도표에서 한 화학종이 이웃하는 두 화학종을

연결하는 선보다 위에 놓여 있으면 그 화학종은 불균등

화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산성용액에서 Mn3+와

MnO3
−는 Mn2+와 MnO2, MnO2와 MnO4

2−를 연결하

는 선보다 위쪽에 있다. 즉 이러한 경우 중간 상태의

산화수를 지닌 화학종의 자유에너지가 양쪽에 있는 두

화학종의 평균 자유에너지보다 높다. 따라서 불균등화

반응이 일어나면서 자유에너지를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다음의 불균등화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열역학적으로 가

능하다.

2Mn3+ + 2H2O = Mn2+ + MnO2 + 4H+ (5)

2 MnO3
− = MnO2 + MnO4

2− (6)

4) Frost도표에서 한 화학종이 이웃하는 두 화학종을

연결하는 선보다 아래에 있으면 두 화학종이 균등화반

응에 의해 중간 화학종으로 변하려는 경향이 있다. 산

성용액에서 MnO4
2−는 MnO3

−와 MnO4
−를 연결하는

선의 아래에 있다. 이러한 경우 MnO3
−와 MnO4

− 사

이에 다음의 균등화반응이 일어나면 자유에너지를 감소

시킬 수 있다.

MnO3
− + MnO4

− + H2O = 2MnO4
2− + 2H+ (7)

Fig. 2. Frost diagram for oxygen in acidic solution at 25oC.

Fig. 3. Latimer diagrams of manganese in (a) the acidic and (b) alkaline solutions.



Frost도를 이용한 수용액의 산화 -환원반응 평형 해석 7

자원리싸이클링 제 26권 제 4호, 2017

5) Frost도에서 왼쪽 위에 있는 화학종은 산화되려는

경향이 강하므로 환원제로 사용될 수 있다. 반면에 오

른쪽 위에 있는 화학종은 환원되려는 경향이 강하므로

산화제로 사용 가능하다. MnO4
−는 강력한 산화제이다.

3. Latimer도표

한 원소의 Latimer도표에서 표준전위값은 서로 다른

산화상태를 지니고 있는 화학종을 연결하는 수평선 위

에 쓴다. 이때 산화수가 큰 화학종은 왼쪽에 쓰고 산화

수가 감소하는 순서대로 오른쪽에 쓴다. Latimer도표는

비교적 간단하면서도 많은 정보를 축약하고 있으며, 다

양한 화학종간의 산화-환원반응간의 관계를 보여준다7).

산성과 염기성용액에서 망간의 Latimer도표를 Fig. 3

에 나타냈다9). 일반적으로 이온의 표준환원전위가 클수

록 그 이온은 환원되려는 경향이 강하다. 즉 표준환원

전위가 큰 이온의 경우 환원되려는 경향이 강하므로 수

용액에서 산화제로 작용할 수 있다. 반대로 환원전위가

음으로 큰 값을 가지는 경우 그 이온은 환원제로 작용

할 수 있다. 

Latimer도표를 이용하면 이웃하지 않는 산화환원쌍의

표준환원전위를 쉽게 구할 수 있다. Fig. 3을 보면

MnO4
−가 Mn2+로 환원되는 반응의 표준전위는 1.51 V

이다. 만약 MnO4
−가 MnO4

2−, MnO4
3−, MnO2 및

Mn2+로 환원되는 반응을 통해 환원전위를 구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각 환원반응단계별로 표준전위를 표준자유

에너지로 변환시켜서 합해야 한다9). 

MnO4
− + e = MnO4

2−, Eo = 0.564 V, ΔGo = −F(0.564)

(8)

MnO4
2− + e = MnO4

3−, Eo = 0.274 V, ΔGo = −F(0.274)

(9)

MnO4
3− + 4H+ + e = MnO2(β) + 2H2O, Eo = 4.27 V,

ΔGo = −F(4.27) (10)

MnO2(β) + 4H+ + e = Mn3+ + 2H2O, Eo = 0.95 V,

ΔGo = −F(0.95)  (11)

Mn3+ + e = Mn2+, Eo = 1.5 V, ΔGo = −F(1.5) (12)

상기 반응을 모두 합하면 MnO4
−가 Mn2+로 환원되

는 반응의 표준자유에너지변화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MnO4
− + 8H+ + 5e = Mn2+ + 2H2O, ΔGo = −F(7.558)

 (13)

상기 반응에 관계된 전자의 개수가 5개이므로, 상기

반응의 표준환원전위는 1.51 V로 Latimer표의 값과 같

다. 따라서 Latimer표를 이용하면 이웃하지 않는 산화

상태간의 표준환원전위를 쉽게 알 수 있다. 

Frost도와 마찬가지로 Latimer표로부터 불균등화반응

의 진행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즉, 어떤 화학종에 대해

산화수가 감소하는 이웃 화학종으로의 환원전위가 산화

수가 증가하는 산화전위보다 크면, 그 화학종은 이웃에

있는 두 화학종으로 불균등화반응이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 즉 산성용액에서 Mn3+이 Mn2+와 MnO2로 환원

및 산화되는 전위값을 보면 환원전위가 더욱 크다. 

Mn3+ + e = Mn2+, Eo = 1.5 V  (14)

MnO2(β) + 4H+ + e = Mn3+ + 2H2O, Eo = 0.95 V (15)

이와 같이 불균등화반응이 열역학적으로 가능한 것은

환원되는 반응의 자유에너지 감소가 매우 커서 산화되

는 반응의 비자발성을 상쇄시키고 반응의 자발성을 부

여하기 때문이다. 

4. 결 론

산화-환원반응은 제련에서 매우 중요한 반응으로 반

응속도론적인 측면과 함께 열역학적 자료의 확보와 이

해가 필수적이다. 수용액에서 산화-환원반응의 열역학적

자료를 나타내는 그림으로 Eh-pH도와 Frost도가 있다.

Frost도는 여러 산화수를 지닐 수 있는 전이금속에 대

해 각 산화상태의 상대적인 안정도를 나타내는데 유용

한 그림이다. 본 논문에서는 여러 산화수를 지닌 이온

의 생성자유에너지자료로부터 산성과 염기성 용액에서

망간의 Frost를 도해하는 방법과 그 해석을 설명하였다.

또한 Frost도와 Latimer도표의 상관성을 설명하고 두

자료로부터 불군등화반응과 균등화반응이 일어날 수 있

는 조건을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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