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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화학반응의 평형상수는 표준자유에너지변화와 관련된다. 평형상수는 반응물과 생성물의 활동도의 비이며 수용액에서 이온강도의

증가로 인한 용질의 비이상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묽은 전해질용액에서 이온의 활동도계수를 구할 수 있는 식인 Debye-Hückel

식의 유도과정과 확장식을 설명하였다. 전해질의 평균활동도계수의 실험값로부터 이온의 활동도계수를 구하는 방법을 설명하였다. 

주제어 : 평형상수, 전해질, 활동도계수, Debye-Hückel식

Abstract

The equilibrium constant of a chemical reaction is related to the standard Gibbs free energy change. Since equilibrium constant

is defined as the ratio of the activities of the chemical specie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non-ideal behavior of the solutes

as ionic strength of the solution increases. In this paper, the derivation of Debye-Hückel limiting law and its modification by

which the activity coefficient of an ion can be calculated was explained. Moreover, the method to obtain the activity coefficient

of an ion from the experimentally determined mean activity coefficients of an electrolyte was explained.

Key words : Equilibrium constant, electrolyte, activity coefficient, Debye-Hückel law

1. 서 론

습식반응은 건식반응에 비해 비교적 저온에서 일어나

며 열역학적으로 가능하나 반응속도가 일반적으로 느리

다. 화학반응에서 표준자유에너지변화는 반응의 자발성

의 척도이며 평형조성을 예측할 때 필요한 평형상수와

관련된다. 용매추출이나 이온교환과 같은 평형반응을 열

역학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반응에 참여하는 화학종

의 활동도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 특히 진한 무기산

을 사용하여 광석이나 2차 자원에 함유된 유가금속을

침출하는 경우 무기산의 농도에 따른 금속이온 화학종

의 농도분포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온강도의 증가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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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용액의 비이상성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pH가 큰

폭으로 변하는 습식공정에서는 pH변화로 인한 용액의

이온강도에 따른 용질의 활동도계수의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수용액에서 용질의 활동도계수를 구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매우 묽은 전해질용액에서 이온의 활

동도계수를 구할 수 있는 Debye-Hückel식과 그 확장식

을 소개하였다. 또한 실험적으로 측정한 전해질의 평균

활동도계수(Mean ionic activity coefficient)로부터 이온

의 활동도계수를 구하는 방법을 설명하였다.

2. 활동도와 활동도계수

화학반응의 표준자유에너지변화는 활동도의 함수인

평형상수(K)와 관계된다. 

(1)

상기 식을 이용하여 평형상태에서 반응물의 전환율등

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활동도와 농도의 관계를 알아야

한다. 활동도란 표준상태에 비해 얼마나 활동적인가를

나타내는 척도로 표준상태와 실제상태에서 fugacity의

비로 정의된다1).

(2)

상기 식에서 f는 fugacity를, a, x와 g는 각각 활동

도, 몰분율 및 활동도계수를 나타낸다.

열역학적 함수의 절대값을 측정할 수 없으므로 물질

이 실존하는 상태와 기준 상태에서 열역학적 함수 차이

를 나타내기 위해 표준상태를 도입하였다. 고체와 액체

는 비압축성이므로 표준상태 선택시 압력은 중요하지

않다. 식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반응온도 T에서 성분

i의 표준상태를 선택할 때 반드시 온도는 실제상태와 같

아야 하지만 압력과 농도는 다를 수 있다. Raoult과

Henry의 법칙으로부터 2개의 표준상태를 선택할 수 있

다1,2). 라울형 표준상태는 반응온도에서 안정한 상태로

존재하는 순수한 성분에 대한 값이다. 용질의 농도가 낮

은 경우에는 순수한 상태를 표준상태로 정의하는 것보

다는 용매에서 용질의 Henry상수를 구하여 이 값을 표

준상태로 삼는 것이 더욱 편리하며, 이러한 표준상태를

헨리형 표준상태라 한다. 라울형 표준상태와 헨리형 표

준상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라울형 표준상태가 실제 그

물질이 순수한 상태로 존재할 때의 값인데 반해 헨리형

표준상태의 경우에는 실제 물리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가상적인 값이라는 데 있다.

식 (2)로부터 라울형 표준상태와 헨리형 표준상태간

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1,2).

 (3)

상기 식에서 하첨자 R과 H는 각각 Raoult과 Henry를

나타낸다. 라울형 표준상태는 온도 T에서 안정한 상태

로 존재하는 순수한 성분의 몰분율이 1에 근접할 때 용

액의 거동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1,2).

(4)

헨리형 표준상태는 매우 묽은 용액의 거동자료에서

구하며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1,2).

 (5)

한편 표준상태 변경에 따른 표준자유에너지변화는 자

유에너지와 fugacity의 관계로부터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2).

 (6)

3. Debye-Hückel식

화학포텐셜(μ)의 정의로부터 활동도계수를 다음과 같

이 나타낼 수 있다1,2).

(7)

활동도계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실제용액와 이상용액

의 화학포텐셜 차이를 구해야 한다. 이상용액에서는 용

질과 용매간에 작용하는 모든 힘이 균일하다. 그러나 전

해질을 물에 용해시키면 이온과 용매간의 결합력과 이

온간에 쿨롱힘이 작용하므로 이상용액과 같이 모든 힘

이 균일하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따라서 전해질용액의

활동도계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전해질용액내에서 작용

하는 힘에 기인한 화학포텐셜을 구해야 한다. 

묽은 전해질용액에서는 두 힘이 용액내 이온분포에

영향을 미친다3,4). 먼저 쿨롱힘에 의해 다른 전하간에는

인력이, 같은 전하간에는 척력이 작용한다. 또한 열적

운동에 의해 모든 이온들을 균일하게 분포시키려는 힘

ΔG
o = RT–  lnK

ai = 
fi T, P, xi( )

f i

o
T, P, xi

o( )
--------------------------- = xiγi

 fi T, P, xi( ) = xiγi,R f i

o
R( ) = xiγi,H f i

o
H( )

dfi

dxi
--------

⎝ ⎠
⎛ ⎞

x
i
=1

 =  
x
i

1→
lim

fi

xi
-----

⎝ ⎠
⎛ ⎞ = f i

o
R( )

dfi

dxi
--------

⎝ ⎠
⎛ ⎞

x
i
=0

 =  
x
i

0→
lim

fi

xi
-----

⎝ ⎠
⎛ ⎞ = f i

o
H( )

ΔGi

o
R H→( ) = RT  

f
i

o
R( )

f
i

o
H( )

∫ d ln fi = RT ln
f i
o

H( )

f i
o

R( )
--------------

μi μi

ideal
–  = RT ln γ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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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용한다. 이러한 두 힘의 존재로 인해 양이온 주위

에는 음이온 분위기가, 음이온 주위에는 양이온 분위기

가 형성된다.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전하를 띤 이온으로

인해 인력이 작용하면 이상용액에 비해 에너지가 감소

하므로 활동도계수가 1보다 작아진다. 

Debye와 Hückel은 묽은 전해질용액에서 zie의 전하를

가진 이온은 −zie의 상대 전하를 가진 이온분위기(Ionic

atmosphere)에 둘러쌓여 있다고 가정하였다3,4). 또한 다

음의 가정을 통해 이온과 이온분위기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해서 이온의 활동도계수를 계산할 수 있는 식을 유

도하였다3,4). 

−이온간의 상호작용은 쿨롱힘에 의존함

−전해질용액의 유전율은 용매의 유전율과 같음

이온과 이온분위기 사이에 쿨롱힘이 작용할 때 이온

분포는 Boltzmann분포로 나타낼 수 있다3,4).

 (8)

상기 식에서 ni는 i화학종의 국부농도를, ni
o는 용액에

서 평균(bulk)농도를 각각 나타낸다. 또한 k는

Boltzmann상수를, ψ는 정전기적 포텐셜을 나타낸다.

따라서 점전하 주위에서 전하밀도(ρ)는 다음 식으로

주어진다.

 (9)

이온의 운동에너지가 정전기 포텐셜에 의한 위치에너

지보다 훨씬 큰 경우 kT >> zieψ 조건이 성립한다. 이

조건을 (9)에 대입하여 지수항을 전개하여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3,4).

 (10)

용액의 전기적 중성조건( )을 상기 식에 적

용하면 다음과 같게 된다.

 (11)

정전기학에서 정전기 포텐셜과 전하밀도간의 관계는

Poisson식을 만족하며 정전기포텐셜은 다음 식으로 주

어진다3,4).

(12)

상기 식에서 Ñ는 operator를, D는 전해질용액의 유전상

수를 나타낸다.

Debye와 Hückel은 식 (10)을 Poisson식에 대입하여

두 경계조건에서 해를 구하여 정전기 포텐셜을 다음과

같이 나타냈다3,4).

(13)

상기 식에서 κ는 Debye길이(1/κ)와 관계되며 다음 식

으로 주어진다.

 (14)

반대 전하를 가진 이온간의 쿨롱힘에 의한 에너지는

정전기 포텐셜로부터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3,4).

 (15)

상기 식에서 구한 에너지는 이상용액에 비해 이온-이온

간의 상호작용에 기인한 값이다. 따라서 식 (15)로 구한

에너지는 활동도계수와 관계되므로 활동도계수를 다음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3,4).

 (16)

4. 평균이온 활동도계수의 개념

수용액은 전기적으로 중성이므로 양 또는 음전하를

지닌 이온을 단독으로 첨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

서 전해질용액의 열역학적 특성은 전해질을 구성하는

양이온과 음이온의 기여에 의한 것이다. 이때 양이온 또

는 음이온만의 기여도를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평균 개념을 도입하여 평균 활동도와 평균 활동도계수

를 정의한다. 

1몰의 염화나트륨을 물에 용해시킨 경우 나트륨과 염

소이온의 화학포텐셜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7)

 (18)

염화나트륨 1몰이 물에 용해되어 완전히 해리되면 2

몰의 이온이 존재한다. 따라서 나트륨과 염소이온의 평

균 화학포텐셜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 염소와 나트륨이

ni = ni

o
 exp

zieψ

kT
------------–⎝ ⎠

⎛ ⎞

ρ = Σnizie = Σni

o
zie exp

zieψ

kT
------------–⎝ ⎠

⎛ ⎞

ρ = Σni

o
zie exp

zieψ

kT
-----------–⎝ ⎠

⎛ ⎞ = Σni

o
zie − Σni

o
zie( )2ψ

kT
------

Σni

o
zie = 0

ρ = Σ– ni

o
zie( )2

ψ

kT
------

∇ψ = 
4πρ
D

---------–

ψ = 
zieκ

4πD
-----------–

κ
2
 = 

e
2

DkT
-----------⎝ ⎠

⎛ ⎞Σni

o
zi
2

E =  
0

z
i
e

∫ ψdq = 
zi
2
e
2
κ

8πD
-------------–

ln γi = 
zi
2
e
2
κ

8πDkT
----------------–

μ
Na

+ = μ
Na

+

o
 + RT lnC

Na
+ + RT lnγ

Na
+

μ
Cl

−

 = μ
Cl

−

o
 + RT lnC

Cl
−

 + RT ln γ
Cl

−



12 이만승 ·손성호

J. of Korean Inst. Resources Recycling Vol. 27, No. 5, 2018

온 화학포텐셜의 합을 2로 나눠야 한다.

(19)

식 (19)에서 화학포텐셜의 평균은 산술평균이지만 농

도와 활동도계수은 기하 평균값으로 정의된다. 평균 활

동도계수는 용액의 어는점 내림현상을 이용하여 측정이

가능하며, 여러 이온강도(Ionic strength, I)에서 전해질

의 평균 활동도계수를 Table 1에 나타냈다5).

Debye-Hückel식을 이용하여 평균활동도계수를 나타

내면 다음과 같다4).

(20)

상기 식에서 A는 용매의 특성에 의존하는 값으로 물

의 경우 25 oC에서 0.509이다. 한편 상기 식은 이온강

도가 0.001 M 이하의 묽은 용액에만 적용이 가능하다.

상기 식을 유도할 때 이온을 점전하로 가정했는데 이온

이 유한한 크기를 가진 점을 고려하면 다음의 확장된

Debye-Hückel식을 얻을 수 있다4).

 (21)

상기 식에서 a는 이온이 크기를 고려한 값이며 이온

강도 0.1 M에서도 실측값과 계산값이 잘 일치한다.

(21)식에서 분자는 이온-이온간의 장거리 인력을 고려했

으며, 분모는 이온의 크기를 고려한 항이다. 온도에 따

른 A와 B의 값을 Table 2에 나타냈다5).

한편 이온강도가 더 증가하면 이온과 용매간에 작용

하는 힘도 중요해지고 첨가된 전해질로 인해 용액의 유

전상수가 순수한 물의 유전상수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

한다. Hückel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온강도가 센

용액에서 활동도계수를 구할 수 있는 다음 식을 제안하

였다4).

 (22)

상기 식에서 C값은 실측자료로부터 구한다.

염화나트륨에 대해 이온강도 6 M까지의 범위에서 실

험적으로 측정한 평균활동도계수와 식 (20), (21), (22)

로 계산한 값을 Fig. 1에 같이 나타냈다6). 이온강도 1

M 이상의 용액에서는 Debye-Hückel의 극한법칙 식

(20)과 확장식 (21)로 계산한 평균활동도계수는 실측값

과 큰 차이가 있다. 그러나 보정항 C를 첨가한 식

(22)의 계산값은 실측값에 근사하다. 

이온강도가 6 M 이상으로 진한 용액에서 이온의 활

동도계수를 구하기 위한 Pitzer, Bromely, Meissner식

등이 발표되었다6). 따라서 전해질의 농도가 높은 용액

에서는 이러한 식을 사용하면 비교적 정확하게 이온의

활동도계수를 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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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 = 

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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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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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

2
--------------------------- + RT ln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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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 B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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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
-------------------------–  + CI

Table 1. Variation of the mean activity coefficients of several electrolytes with ionic strength (I) at 25 oC

I(M) 0.001 0.002 0.005 0.01 0.05 0.1 0.2 0.5 1.0 2.0 3.0 4.0

KCl 0.965 0.952 0.927 0.901 0.815 0.769 0.719 0.651 0.606 0.576 0.571 0.579

HCl 0.966 0.952 0.928 0.904 0.830 0.796 0.767 0.758 0.809 1.01 1.32 1.76

HNO3 0.965 0.951 0.927 0.902 0.823 0.785 0.748 0.715 0.720 0.783 0.876 0.982

H2SO4 0.830 0.757 0.639 0.544 0.340 0.265 0.209 0.154 0.130 0.124 0.141 0.171

CuCl2 0.89 0.85 0.78 0.72 0.58 0.52 0.47 0.42 0.43 0.51 0.59

Table 2. Debye-Hückel constants at various temperatures

Temperature(oC) A B(×10−8)

0 0.4883 0.3241

5 0.4921 0.3249

10 0.4960 0.3258

15 0.5000 0.3262

20 0.5042 0.3273

25 0.5085 0.3281

30 0.5130 0.3290

35 0.5175 0.3297

40 0.5221 0.3305

45 0.5271 0.3314

50 0.5319 0.3321

55 0.5371 0.3329

60 0.5425 0.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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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활동도계수는 반대 전하를 지닌 두 이온 기여항

의 평균개념이다. 그러나 용액의 열역학을 해석하는 경

우 이온의 활동도를 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실측한

전해질의 평균 활동도계수로부터 이온의 활동도계수를

구하기 위해 MacInnes방법(Mean salt method)를 이용

한다5). MacInnes방법에서는 KCl의 평균활동도계수가

K+의 활동도계수와 같다고 가정한다. 즉,

 (23)

따라서 MacInnes방법으로 염소나 칼륨이온의 활동도

계수를 구한 다음 다른 이온의 활동도계수를 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CuCl2의 평균활동도계수로부터 구리이

온(Cu2+)의 활동도계수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4)

 (25)

5. 결 론

화학반응의 표준자유에너지변화는 활동도의 함수인

평형상수와 관계된다. 표준상태에는 라울형과 헨리형이

있으며 표준상태에 따라 표준자유에너지변화가 달라진

다. Debye와 Hückel은 묽은 전해질용액에서 이온을 점

전하로 간주하고 이온분위기와의 쿨롱힘에 의한 정전기

포텐셜을 구하여 이온의 활동도계수를 계산할 수 있는

식을 이론적으로 유도하였다. Debye-Hückel의 극한 식

에 이온의 점전하와 이온과 용매간의 반응 및 용액의

유전상수의 변화를 보정한 식은 이온강도 1.0 M 정도

인 용액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 실험적으로 측정한 전

해질의 평균활동도계수로부터 이온의 활동도계수를 구

하는 방법을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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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mparison of the mean activity coefficients of NaCl

at 25 oC between experimental measured and cal-

culated by several Debye-Hückel modified equatio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