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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록

고등학교 과학 교과서에 도입된 암모니아와 염화수소를 이용한 기체

확산 속도 실험은 재 성과 안 성과 장 용성에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측면을 해결하기 해서 간편성과 안 성을

고려하여 기체의 확산 실험 장치를 개선한 후,염화암모늄 흰 띠가 일정

한 치에서 나타나는 재 성이 있는 실험 결과를 얻는 방법을 연구하

다. 의 길이와 직경,솜 마개의 두께,암모니아수와 염산의 농도에 따

른 기체의 분압, 의 양 끝에 시약을 주입하는 시간차에 따라 실험을

수행하여 최 의 실험 조건을 제안하 다.그 결과,교실환경에서 간편하

고 안 하게 실험할 수 있는 조건에서 재 성 있는 실험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이는 교사와 학생들이 과학 상을 객 으로 찰하고 실험의

시행착오를 이는데 도움을 수 있으며,보다 안 이 고려된 교육 환

경에서 실험이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주요어 :분자 확산,암모니아,염화수소,재 성,안 성,교실환경

학 번 :2011-21588



-ii-

목 차

국문 록 ⅰ

목차 ⅱ

표 목차 ⅳ

그림 목차 ⅴ

Ⅰ.서론 1

1.1연구의 필요성 1

1.2연구 문제 3

Ⅱ.이론 배경 4

2.1확산 4

2.2Graham의 확산 실험 4

2.3Loschmidt의 확산 실험 6

Ⅲ.연구 방법 차 8

3.1교과서 분석 8

3.2실험 방법 11

3.2.1간편성과 안 성을 고려한 장치 개선 11

3.2.2실험 재료 12

3.2.3실험 차 13

3.2.4암모니아수와 염산의 농도 결정 14

암모니아수와 염산의 농도에 따른 증기압과 동일한 분압 조건 16



-iii-

Ⅳ.결과 논의 18

4.1간편성과 안 성의 측면에서 개선한 실험장치 18

4.2실험 결과에 향을 수 있는 변인들 19

4.2.1 의 길이에 따른 향 19

4.2.2 의 직경에 따른 향 24

4.2.3솜 마개 두께의 차이 27

4.2.4암모니아수와 염산의 농도에 따른 세 가지 분압 조건 30

4.2.5 의 양 끝에 시약을 주입하는 시간차 33

4.3재 성을 한 최 의 실험 조건 35

Ⅴ.결론 제언 37

Ⅵ.참고문헌 40

Ⅶ.부록 43

7.1암모니아수와 염산의 농도에 따른 도 43

7.1.1시약의 실제 농도 구하는 과정 44

7.2암모니아수와 염산의 각 농도별 시약 제조 방법 45

Abstract 46



-iv-

표 목 차

〈표 Ⅲ-1〉 기체 확산 실험이 제시된 교과서 선행연구의 내용 분석

·································································································································9

〈표 Ⅳ-1〉 각 실험에 해당되는 암모니아수와 염산의 농도 ···············30

〈표 Ⅶ-1〉 암모니아수와 염산의 실제 농도 구하는 과정 ···················45

〈표 Ⅶ-2〉 세 가지 분압 조건에서 각 농도에 해당하는 암모니아수와

염산의 양 ···········································································································45



-v-

그 림 목 차

〈그림 Ⅱ-1〉 Graham의 확산 실험 모식도 5

〈그림 Ⅱ-2〉 Loschmidt의 확산 실험 모식도 7

〈그림 Ⅲ-1〉 시약 주입하는 입구 쪽 마개 부 확 11

〈그림 Ⅲ-2〉 냄새 제거를 한 용액 취하는 방법과 격막 사용법 13

〈그림 Ⅲ-3〉 암모니아수와 염산의 몰랄 농도에 따른 증기압 그래

(20℃) 16

〈그림 Ⅳ-1〉 간편성,안 성,재 성을 목 으로 개선한 기체의 확산

실험 장치 18

〈그림 Ⅳ-2〉 6.0m의 암모니아수와 14.8m의 염산을 동시에 주입했을

때 의 길이에 따른 염화암모늄 흰 띠의 치 21

〈그림 Ⅳ-3〉 용질이 확산되기 시작하는 표면 쪽의 농도 분포 23

〈그림 Ⅳ-4〉 6.0m의 암모니아수와 14.8m의 염산을 동시에 주입했을

때 의 직경에 따른 염화암모늄 흰 띠의 치와 띠 넓이 비교 25

〈그림 Ⅳ-5〉 유체의 운동량 교환과 층류 26

〈그림 Ⅳ-6〉 6.0m의 암모니아수와 14.8m의 염산을 동시에 주입했을

때 솜 마개 두께의 차이에 따른 염화암모늄 흰 띠의 치 28

〈그림 Ⅳ-7〉 세 가지 분압 조건의 농도에서 암모니아수와 염산을 동

시에 주입했을 때 염화암모늄 흰 띠의 치 31

〈그림 Ⅳ-8〉 각 농도별 실험에서 암모니아가 확산되어간 거리에 해

염화암모늄 흰 띠의 처음과 마지막 치 차이의 비율 32

〈그림 Ⅳ-9〉 암모니아수와 염산의 주입 시간차에 따른 염화암모늄 흰

띠의 상 이동값 34

〈그림 Ⅳ-10〉 최 의 실험 조건에서 염화암모늄 띠가 일정한 치에

서 찰된 모습 36

〈그림 Ⅶ-1〉 암모니아수와 염산의 20℃에서 농도에 따른 도 43



-1-

Ⅰ.서 론

1.1연구의 필요성

입자의 운동과 련하여 등 교육과정의 7학년 과학과 고등학교 화학

Ⅱ에 기체의 확산 개념이 도입되어 있다(교육과학기술부,2011).암모니

아와 염화수소 기체가 반응하여 염화암모늄 고체를 생성할 때 염화수소

와 가까운 쪽에서 흰 연기가 생기는 결과로부터 분자량이 상 으로 작

은 암모니아 분자가 염화수소 분자보다 빨리 확산된다는 내용으로 정량

인 근이다.7학년 과학은 분자 운동의 정성 근으로 다루어지고

있어 확산은 교과내용에서 많은 비 을 차지하고 있다.

구선아(2008)는 확산 상에 한 부분의 연구가 학생들의 오개념이

나 개념 변화에 을 두고 있었다고 하면서(김문수,정 란,1997;김

미 ,김희백,2006& 2007;김주 등,2000;조정일,이 욱,1994;Chi,

2005;Chietal.,1994;Wonetal.,2007), 학교 과학교사들이 확산 개

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교사들의 개념 인식에 한 연구를 보고하

다.성숙경 등(2010)은 확산을 이론 으로 정리하고, 비교사의 확산

을 이해하기 한 탐구실험을 개발, 용하여 개념변화 효과를 알아 으

로써 연구 상이 학생 심에서 교사로 그 범 가 넓어졌다.

실험 내용의 방법 측면으로는 확산 실험의 조건이나 단순화를 한

장치 개선을 주로 한 연구가 진행되어져 왔고(박동조,2000;이세종,

2001;진동주,2009;Epp,1990),‘기체의 확산 속도’실험의 결과가 재

성이 낮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김 채 등,2011),쉽게 발생하는 상인

염화암모늄 흰 띠의 이동은 NH3와 HCl두 기체의 분압 차이에 의한 것

으로 두 용액의 농도를 같은 분압의 조건으로 실험할 필요성을 제시하

다.

한편,확산법칙 확인 실험에 련된 오해도 존재했다.확산은 실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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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 따라 Graham의 확산 실험과 Loschmidt의 확산 실험으로 나

어진다(성숙경 등,2010;Mason& Kronstadt,1967). 부분 교과서에

제시된 빨 등 긴 을 이용한 기체 확산실험은 Loschmidt의 확산 실

험으로 정성 으로는 Graham의 확산 이론에 일치하지만 정량 으로는

차이가 있고(Keenan& Wood,1957;Mason& Kronstadt,1967),이에

한 논의가 이루어져왔다(김 채 등,2011;성숙경 등,2010).Graham의

확산 실험은 학교 교실환경에서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 으로 간

단한 Loschmidt의 확산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다.실질 결과와 이론

결론의 차이는 오개념과 혼란을 유발하기 때문에 원인을 찾아 정교하고

세 하게 이론에 잘 맞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선행연구들의 주장

은 일리가 있지만, 학교 과학 수 에서 정량 인 근은 부담스러울

수 있다.즉, 등학교의 교육과정 수 을 고려할 때,실험이 간단한

Loschmidt의 확산 실험을 도입하고 이론이 간단한 Graham의 확산 이론

을 정성 으로 확인하는 수 에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그 기 때

문에 기존 실험의 문제 에 한 근본 인 원인 분석을 토 로 실험 오

차를 여서 결과가 일 성 있게 나오는 최 의 실험 조건을 연구할 필

요가 있다.

먼 ,간편성의 측면에서 실험 장치나 과정이 복잡하면 실험 활동에 방

해를 받을 수 있다(고 신 등,2004).각 교과서마다 실험방법의 구체

기 도 없어 어렵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교사가 쉽게 비 가능하고

학생들이 실험하기에 간편한 형태를 제안할 필요가 있다.

안 성의 측면에서는,교과서와 선행 연구에서 리 사용된 굵은 유리

이 손 험이 있어 학교 장에 용하기에 하지 않고,휘발성

이 강한 시약은 유독한 냄새의 발생으로 인체에 유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염화암모늄 흰 띠의 생성 치가 변하면 혼동을

수 있다(김 채 등,2011).재 성의 측면에서 띠가 일정한 치에서

생성되어야 결과를 일정하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한 조건을

알아내는 것이 요하다.따라서 실험 결과에 향을 수 있는 변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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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수업활동에서 고려할 수 있는 변인들의 조건에 한 연구가 필

요하다.

1.2연구 문제

이 연구에서는 실험 수행의 간편성,안 성,재 성을 목 으로 기체의

확산 실험 장치를 연구하고 개선한다.

의 내용에 따라 구체 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실험하기에 쉽고 간편하면서,유독한 시약의 냄새와 손되기 쉬

운 유리 의 사용을 여 안 이 고려된 실험방법을 제안한다.

둘째,재 성이 있는 실험 결과를 얻는 방법으로 염화암모늄 띠의 치

가 일정한 치에서 찰되는 조건을 알아보기 해 의 길이와 직경,

솜 마개 두께,암모니아수와 염산의 농도에 따른 기체의 분압, 의 양

끝에 시약을 주입하는 시간차를 변인으로 하여 실험을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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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이론 배경

2.1확산

확산은 농도 기울기를 따라 일어나는 물질의 이동으로,서로 다른 두

물질을 시키면 무질서한 운동에 의해 한 종류의 분자들이 다른 종류

의 분자들 속으로 끊임없이 움직이며 기체 분자들이 섞이고 퍼져나가는

상이다.

2.2Graham의 확산 실험

화학Ⅱ 교과서의 실험에서 Graham 법칙은 NH3와 HCl기체가 공기로

차있는 의 반 쪽 양 끝에서부터의 확산으로 설명하고 있다.두 기체

가 만나는 곳에 띠 형태의 NH4Cl흰 연기가 생성되며,띠에서 의 양

끝까지 거리의 비는 HCl과 NH3분자량의 제곱근의 비인 1.47이다.즉,

기체의 확산 속도는 기체 분자량의 제곱근에 반비례하며,같은 온도와

압력에서 두 기체의 확산 속도( )와 분자량(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계가 성립하며 이를 그 이엄 법칙이라고 하 다.




 





(1)

Graham이 1831년에 발표한 실험은 다공성 막으로 한 쪽 끝을 막은 용

기에 수소 등의 기체를 채우고 수은에 담갔을 때 다공성 막을 경계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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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분자가 이동하는데,용기 안의 기체가 빠져나가는 속도와 외부의 공

기가 들어오는 속도의 차이로 인해서 수은이 올라오는 상을 찰한 것

으로(Graham,1833& 1863)<그림Ⅱ-1>에 모식도를 나타내었다.

〈그림 Ⅱ-1〉Graham의 확산 실험 모식도 (Graham,1833& 1863)

다공성 막을 사이에 두고 분자량이 작은 기체가 더 많이 이동하면 막

양쪽에 압력차가 발생하는데,이는 도르 (그림 Ⅱ-1)를 통해 자동으로

조 되어 용기 내부와 외부의 압력이 같도록 유지된다.그는 용기 내의

기체 부피변화가 기체의 분자량의 제곱근에 반비례한다는 것을 알아내었

다.이 실험은 압력 차이에 의한 분자의 이동을 배제하고 실험하 으므

로 등압확산(equal-pressure diffusion) 조건이다(Shoemaker et al.,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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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Loschmidt의 확산 실험

긴 을 이용한 HCl과 NH3의 확산 실험은 Loschmidt의 실험을 보여주

는 것이며 거리의 비는 식 (2)에 의해 주어진 NH3-air와 HCl-air의 확산

계수 비와 같다.확산 계수 비는 다음 식에 의해 주어진다.

 


 

 
 
  




 
 



 

 



 (2)

J:flux(유량)

D:diffusioncoefficientofthegas(기체의 확산 계수)

M :molecularweight(분자량)

S:crosssectiondescribingthecollisionbetweenmoleculesofgases

(기체 분자 간 충돌 단면 )

식 (2)로부터 다음 식 (3)을 얻을 수 있다.




    (3)

공기의 평균 분자량은 29로 SHCl,air/SNH3의 비는 1.04로 하여(Mason&

Krondstadt,1967)거리의 비를 구하면 1:1.28이 되며,이는 Graham의

확산 이론에 의한 거리비인 1.47과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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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0년 Loschmidt에 의해 수행된 실험이 있다(Mason & Kronstadt,

1967).다공성 막 신 간에 밸 를 가진 용기 양쪽에 각각 다른 기체

1과 2를 채우고,밸 를 열었을 때 두 기체는 각각 용기 체로 퍼져나

간다.이때 기체 1이 2쪽으로 가는 유량과 기체 2가 1쪽으로 가는 유량

이 같으므로(Shoemakeretal.,1996)분자량에 따른 유량의 차이는 나타

나지 않는다.이를 등유량확산(equal-fluxdiffusion)이라고 하며(Mason

& Kronstadt,1967)<그림 Ⅱ-2>에 해당된다.

〈그림 Ⅱ-2〉Loschmidt의 확산 실험 모식도 (Mason & Kronstadt,

1967;Shoemakeretal.,1996)

따라서 의 실험의 조건들을 고려하면 Graham의 실험에서 HCl의 확

산 속도는 HCl의 분자량에 의해서 향을 받지만,Loschmidt의 실험에

서 HCl의 확산 속도는 HCl기체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공기 기체와의

상호 섞임에 의한 확산 속도로,HCl과 공기 분자 간의 환산질량에 의해

서 향을 받는다(Mason& Krondstadt,1967).본 연구에서 분석할 상

인 거리의 비는 HCl과 공기 분자가 섞이면서 확산되어간 거리와

NH3와 공기 분자가 섞이면서 확산되어간 거리의 공기의 비이다(김 채

등,2011;Mason& Krondstadt,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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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연구 방법 차

3.1교과서 분석

기체의 확산 실험에 한 요성을 악하고 실험의 형태와 구성이 어

떤지 알아보기 해 고등학교 화학Ⅱ 교과서와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표 Ⅲ-1>에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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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의 형태

특징
길이 직경 재질

제7차

교육과정

교학사 - -

유리

페놀 탈 인 용액,

BTB 용액,거름종이,

솜,고무마개,시험

(탐구)/솜(본문)

성

출 사
- - 솜,고무마개

미래엔

컬처그룹
12cm 0.4cm 면

앙교육

진흥연구소 50cm
1.5cm

꼭지 달린 삼각

라스크, 양쪽 콕이

있는 유리
지학사 -

솜,고무마개천재교육 -

청문각 1.5cm

도서출

형설
60cm 2cm

염산(36 %)2 mL,

암모니아수(11%)2

mL,피펫

2009

개정

교육과정

교학사 - - 유리
로 꼭지가 달린

유리

비상교육 - 6mm
라스틱

스포이트 2∼3방울,

pH 시험지,96홈 ,

솜,고무마개

상상

아카데미
- -

투명

빨

28 % 암모니아수,

35% 염산,스포이

트 3∼4방울, SSC

96홈 ,물에 신

pH 시험지,탈지면,

마개

천재교육 - -
스포이트 3∼4방울,

96-홈 ,솜,마개

〈표 Ⅲ-1〉기체 확산 실험이 제시된 교과서 선행연구의 내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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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

김 채 등

(2011)
50cm 1.2cm 유리

암모니아수 6M,염산

12M,유리로 된 마이

크로 주사기 10μL

박동조

(2000)
30cm 2cm

아크릴

이

암모니아수와 염산의

농도 각각 20% 이상,

실물화상기,물에 신

pH 시험지,솜,고무마

개,5mL용 주사기(용

액 약 2mL이상)

진동주

(2009)
25cm 1cm

라스틱

SSC용 스포이트 7방

울, 이 인쇄된

OHP 용지,고리 달린

라스틱 마개,솜

-:언 없음

<표 Ⅲ-1>과 같이 기체의 확산 실험은 일정한 기 이 없이 교과서마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실험 재료도 다양하여 어떤 조건

이 실험이 잘 되는 좋은 방법인지 알 수 없다.그러므로 교사가 실험을

비할 때 구체 인 기 을 제시하여 도움을 필요가 있다.

제7차 교육과정의 교과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실험 방법은 진한 암모니

아수와 진한 염산을 묻힌 솜을 고무마개에 넣고 의 양 끝을 막는 것인

데,모두 유리 을 사용하여 손의 험이 있다.2009개정 교육과정의

교과서와 선행연구에서도 일부 유리 의 사용은 하지 않다.유리

을 신하여 다른 재질로 바꾸는 것이 안 성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

공통 으로 실험 에 발생되는 유독한 냄새를 차단하려는 의도가 잘

보이지 않아 이를 반 하여 기체의 새어나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험

장치와 방법을 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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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실험 방법

3.2.1간편성과 안 성을 고려한 장치 개선

투명 아크릴 의 양 끝에 송곳으로 주사기의 바늘이 들어갈 정도의 작

은 구멍을 뚫고 <그림 Ⅲ-1>과 같이 실리콘 마개에 솜을 붕 망으로 최

한 얇게 고정시켜 용액에서 기체가 발생하는 지 을 동일하게 통제한

후 의 입구에 끼운다.

50cm의 종이자 에 양면테이 로 아크릴 을 붙인다.아크릴 은

투명하여 내부가 잘 보이고 유리 에 비해 손으로 인한 험이 거의

없으면서 직 구멍을 뚫을 수 있는 장 이 있다.종이자는 흰 색의 염

화암모늄 띠를 잘 찰할 수 있도록 검은색 이 새겨진 란색 배경

의 종이를 선택하 으며 두 사이에 이 치하도록 놓는다(그

림 Ⅲ-1).

〈그림 Ⅲ-1〉시약 주입하는 입구 쪽 마개 부 확

리 사용되는 스포이트는 기구 끝에 방울이 새어나가거나 조작하기에

정교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주사기를 선택하 다.주사기는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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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약의 양을 알 수 있고,시약이 동작 에 흐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시약을 최소량 사용하기 해 처음에 10μL로 실험하 으나,띠가 잘

찰되지 않고 학교 장에서 10μL를 조작할 수 있는 주사기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입하는 시약의 양을 증가하여 수행하 다.솜의 양과

비교하여 시약의 양이 무 으면 확산이 잘 되지 않고 시약의 양이 많

으면 솜을 시고 남은 양이 내부나 밖으로 흐르기 때문에,소량을

솜 면 에 넘치지 않게 충분히 시면서 흰 띠가 잘 찰되는 한 양

인 0.1mL로 정하 다.최 한의 정량 결과를 확보하기 해 0.1mL

용량의 주사기를 사용하 으나,시 에서 매하는 1mL주사기를 활용

해도 된다.

이를 바탕으로 시약을 주입하는 의 입구 쪽 마개를 확 한 부분은

<그림 Ⅲ-1>과 같다. 한,시약을 의 양 끝에 동시에 주입하기에 쉽

고 간편하게 고정이 잘 되도록 스탠드를 사용하 다.본 실험에서는 왼

쪽에 암모니아수,오른쪽에 염산을 주입하 으나 좌우가 바 어도 무

하다.

3.2.2실험 재료

투명 아크릴 ,송곳,마개(실리콘,고려에이스),솜(탈지면),붕 망(거

즈,3cm×3cm 정도),0.1mL주사기(syringe,SGE 는 HAMILTON),

양면테이 ,가 ,50cm 종이자(총 길이 50cm의 앙값 0을 기 으로

오른쪽을 +,왼쪽을 -로 하여 -25,-24,-23...순으로 측정하 다(〈그림

Ⅲ-1〉 흰색 ).),바이알(삼우과학),고무 격막(rubberseptum),스탠

드(싸이언스 크), 시계,보호 장갑(nitrilegloves),보안경.

물은 3차 증류수(JM CORPORATION,18MΩ-cm)를 사용하 고 시약

은 암모니아수(NH3,Sigma-Aldrich,ACSreagent,28.0∼30.0%)와 염

산(HCl,Sigma-Aldrich,ACSreagentAssay37%)을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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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실험 차

(1)실험 조건의 길이에 맞게 아크릴 을 자르고 <그림 Ⅲ-1>과 같이

실험 기구를 설치한다.

(2)두 개의 작은 바이알에 일정 농도의 암모니아수와 염산을 반 정도

각각 넣고 <그림 Ⅲ-2>와 같이 고무 격막(rubberseptum)으로 용기 입

구를 막는다.이때,시약이 담긴 바이알에 격막을 끼워 뒤집은 후(①)주

사기 바늘을 꽂는다.격막을 사용하면 시약이 담겨있는 용기 입구를

폐시킨 상태에서 시약을 끌어올릴 수 있어(②)냄새를 최소화하고,기체

의 날아감을 방지하여 용액의 농도가 미세하게 변하는 것을 일 수 있

다.다루는 시약의 휘발성이 크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후드에서 실시하도

록 한다.

〈그림 Ⅲ-2〉냄새 제거를 한 용액 취하는 방법과 격막 사용법

(3)격막으로 폐된 바이알에 주사기의 바늘을 수직으로 꽂아 각 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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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0.1mL 취한 후(그림 Ⅲ-2)주사기를 양쪽의 스탠드에 고정시키고

바늘을 의 구멍 안으로 넣어 시약이 솜 체 면 에 고르게 퍼질 수

있도록 가운데에 오게 한다(그림 Ⅲ-1).주사기 끝의 바늘은 매우 가늘

기 때문에 시약이 밖으로 새어나가는 것을 이고 냄새의 발생이 거의

없지만 취 에 주의한다.

(4)각 주사기로 아크릴 양 끝에 암모니아수와 염산을 동시에 주입하

고 의 내부를 찰한다.염화암모늄 흰 띠가 언제 처음 생성되는지,그

리고 띠의 치와 양상이 어떻게 되는지 시계로 1분 간격으로 20분 동

안(측정기록은 23분까지) 찰한다.

이러한 실험 기구와 과정은 실험하기에 간편하고,시약을 이동하거나

주입하는 과정에서 유독한 냄새와 새어나가는 기체의 발생량을 최소화하

기 한 목 으로 고안하 다.안 한 실험을 하여 주사기의 바늘 끝

은 항상 사람의 반 편으로 향하게 지도하며,보호 장갑을 착용하고 실

험을 수행한다.

3.2.4암모니아수와 염산의 농도 결정

암모니아수와 염산의 농도는 시약병에 assay% ∼ %로 표기되어 있어

도 실험 상황에 따라 시약의 상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농도를

정확히 알 수 없다.기존의 연구나 교과서에서도 용액을 만드는 조건이

구체 으로 제시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실험에 사용할 시약의 농도를 정

할 필요가 있다.따라서 시약을 어떤 농도로 하여 실험을 실시할 지 알

아내기 해 증기압 그래 를 이용하 다.김 채 등(2011)의 연구에서

발생되는 NH3와 HCl기체의 양을 알아보기 해 용액의 농도에 따른

두 기체의 분압을 조사하여(Perry,1997)% 농도(weightconcentration)

에 한 증기압력(partialpressure)그래 로 잘 나타냈지만,암모니아수

와 염산의 농도를 각각 6M과 12M인 몰농도로 제시하여 기체의 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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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일정하게 유지하는데 문제 이 존재한다.이 부분을 보완하기 해

먼 ,농도 단 를 선택하 다.

% 농도는 무게 퍼센트로 질량,양에 한 의미이고 몰랄 농도

(molality)는 용매 1㎏ 당 용질의 몰수로 정의한다.몰랄 농도가 용매에

한 기체 분자 갯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해도 측면에서 더 효과 일

수 있다.즉,% 농도는 공기 기체의 수에 한 표 을 할 수 없지만,

몰랄 농도는 물질 종류에 계없이 갯수에 비례하기 때문이다.용액(용

매와 용질을 합한)1L당 용질의 몰수로 정의한 몰농도(molarity)는 묽

은 용액의 조성을 기술하는 흔한 방법이지만 온도에 따라 약간 변하는

결 이 있어 농도를 정확하게 계산하는데 당하지 않다.이와 달리,몰

랄 농도는 온도에 무 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몰랄 농도에 한 증기압

그래 로 나타내고자 하 다.

실험에 사용할 암모니아수와 염산 원액의 실제 농도를 알아야 이를 기

으로 원하는 농도에 맞는 시약을 제조할 수 있다.Perry(1997)를 근거

로 % 농도에 따른 도값을 이용하여 식으로 나타내었고,이 식을 이용

하기 해 상온에서 직 시약의 도를 세 번 측정하고 평균값을 구하

다. 도 측정은 빈 바이알의 무게를 잰 후 피펫으로 구입한 그 로의

시약을 10mL만큼 취한 후 빈 바이알에 옮겨 담아 시약과 바이알의 총

무게를 확인하 다.빈 바이알과 총 무게의 차이가 시약만의 양(g)이며

부피(mL)로 나 면 도(g/mL)를 알 수 있다.부록 <표 Ⅶ-1>의 과정

에 따라 실제 측정한 도의 평균값을 각 수식에 의해 내삽하여 시약의

% 농도를 알아냈고,% 농도를 몰랄 농도로 변환한 결과 실제 암모니아

수는 약 24.4m,염산은 약 14.8m이었다.

이와 같이,원액의 실제 농도를 알아냈지만 몇 가지 한계 이 있다.실

험 조작 시약이 기체로 날아가는 것을 완벽하게 차단하지 못하면 농

도가 미세하게 어들 수 있다. 한, 도는 온도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

에 실험을 수행하는 온도와 주변의 온도 변화에 따라 오차의 가능성이

있다.



-16-

암모니아수와 염산의 농도에 따른 증기압과 동일한 분압 조건

NH4Cl(s)띠가 일정한 치에서 생성되는 NH3와 HCl기체의 분압 조

건을 알아보기 해서 문헌값(Perry,1997)을 바탕으로 몰랄 농도에 따른

증기압 그래 를 <그림 Ⅲ-3>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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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3〉 암모니아수와 염산의 몰랄 농도에 따른 증기압 그래

(20℃)(Perry,1997)

암모니아수의 경우,20℃(68℉)에 해당되는 분압이 직 제시되어 있

지 않아서 60℉과 70℉의 값들을 이용하여 내삽하 다.증기압 그래

상에서 구입 가능한 시약의 가장 높은 분압을 나타내는 염산의 농도는

약 14.8m이고 이와 동일한 분압의 일직선(<그림 Ⅲ-3>의 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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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암모니아수의 농도는 약 6.0m이다.여기서 발생되는 기체의 분압

이 높아 확산이 빠르게 일어날 것으로 단하여 먼 이 농도로 실험을

실시하 다.암모니아수는 원액이 24.4m이므로 6.0m로 묽혔고 염산은

원액 14.8m 그 로 실험을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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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결과 논의

4.1간편성과 안 성의 측면에서 개선한 실험장치

교과서와 선행연구 실험 방법의 장단 을 고려하여 새로 개선한 기체의

확산 실험 장치는 <그림 Ⅳ-1>이다.본 연구에서는 비와 실험이 간편

하고,실험 수행에 있어 안 하고,띠가 일정한 치에서 찰되는 재

성을 해 장치를 개선하 다.

〈그림 Ⅳ-1〉간편성,안 성,재 성을 목 으로 개선한 기체의 확산

실험 장치. 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식 :NH3(g)+HCl(g)→

NH4Cl(s)

먼 ,실험하기에 쉽고 간편하게 하기 해 스탠드,주사기,종이자를

사용하 다.스탠드는 양 끝에 잘 고정된 상태로 동시에 시약을 주입할

때 편리하고, 이 있는 주사기는 시약의 양을 알 수 있고,종이자는

흰 띠의 찰을 해 란색으로 차별화하여 측정이 쉽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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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한 시약의 냄새를 제거하기 해 시약의 양은 띠의 찰 가능한 범

에서 작게,시약을 다루는 과정에서는 용기를 폐한 상태에서 격막과

주사기를 사용하 고, 의 구멍은 작게 하여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밖

으로 기체의 날아감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한, 손되기 쉬운 유리

신 아크릴 을 사용하여 안 성의 문제를 개선하 다.

4.2실험 결과에 향을 수 있는 변인들

재 성이 있는 실험 결과를 얻는 방법으로 염화암모늄 띠의 치가 일

정하게 찰되는 조건을 알아보기 해 의 길이와 직경,솜 마개 두께,

암모니아수와 염산의 농도에 따른 기체의 분압, 의 양 끝에 시약을 주

입하는 시간차를 변인으로 하여 실험을 실시하 고 결과는 다음과 같다.

4.2.1 의 길이(50cm,25cm,15cm)에 따른 향

교과서나 선행 연구에서 의 길이는 일정한 기 없이 제시되어 있다.

의 길이에 따라 염화암모늄 띠의 생성 결과를 확인하여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실험을 수행하 다.<표

Ⅲ-1>에서 분석한 것과 같이,50cm는 가장 많이 사용된 길이이다.일반

인 빨 의 길이인 25cm와 더욱 길이를 여서 15cm를 선택하 다.

그래서 50cm,25cm,15cm 세 가지 조건에서 실험을 실시하 다.

의 직경은 보통 1∼ 2cm 으며 쉽게 구입 가능한 1.2cm로 모두 동일

하게 하 고 솜 마개의 두께는 1mm를 활용하 다.6.0m NH30.1mL

와 14.8m HCl0.1mL를 각 길이에 해당하는 에 동시에 주입했고,실

험 결과는 <그림 Ⅳ-2>이다. 체 길이의 앙값 0을 기 으로 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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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입한 쪽이 +,암모니아수를 주입한 쪽을 -로 하여 축은 띠의

치(position),축은 시간(time)을 나타내었다.띠의 폭이 넓어지는 경우

띠 치의 간값은 으로 하고 좌우로 표 편차를 오차 막 (error

bar)로 나타내어 띠의 폭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두께를 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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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6.0m의 암모니아수와 14.8m의 염산을 동시에 주입했을

때 의 길이에 따른 염화암모늄 흰 띠의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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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와 같이 의 길이 50cm일 때는 시약을 주입 한 지 3분

정도 후 염화암모늄의 흰 띠가 처음 찰되었고 2.25cm 지 (2.15∼

2.35cm)에서 띠가 움직이지 않고 일정하 다.25cm의 은 1분 정도

에 띠가 나타났으며 기에 약간 띠의 이동이 있었고 이에 따라 띠의 폭

도 넓어졌다.15cm의 에서는 시약을 주입하자마자 띠가 바로 생성되

었으며 매우 빠르게 좌우로 퍼지며 폭이 넓어졌다.특히 띠 생성 반에

기체가 뒤섞이는 상인 난류가 심하여 띠 치의 측정이 어려웠다.이

러한 결과로 미루어볼 때 세 가지 길이의 은 띠가 형성된 치와 양

상,처음 생성된 시간에 있어서 차이를 보 다.시간에 따른 띠의 치가

변하지 않아야 결과를 해석할 수 있는데 50cm에서만 일정한 치가 잘

유지되었다. 의 길이 50cm가 25cm,15cm에 비해 안정한 이유는 용

액에서 발생하는 기체의 시간과 치에 따른 분압 차이 때문이며,확산

방정식과 농도 분포 그래 로 해석할 수 있다.

아래의 확산 방정식은 공간에 해서 2차이고 시간에 해서 1차인 미

분 방정식이다.









(4)

이 식의 해를 구하려면 공간 의존에 한 경계 조건 2개와 시간 의존에

한 기 조건 1개가 필요하다.한 표면이 용질로 덮인 용기 속의 용매

를 생각해 보면, 기 조건은 t=0일 때 N0개의 체 용질 알맹이가 x

=0인 치의 yz면(넓이 A의)에 모여 있다는 것이다.그리고 두 경계조

건에서 첫 번째 조건은 기체의 농도는 어느 곳에서나 유한해야 하며,두

번째 조건은 체 알맹이 몰수(numberofmoles)는 항상 n0(=N0/NA)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이러한 조건은 꼭 기 표면과 바닥 표면에서 알

맹이의 유량이 0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확산식의 해는 다음과 같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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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것을 앞의 식 (4)에 직 넣어 보면 해임을 알 수 있다(Atkins&

Paula,2006).

그러나 본 실험은 총 농도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수식을 이용한

해석에 한계는 존재하지만,정성 인 해석에는 도움이 되므로 아래와 같

은 해석을 시도한다.아래 <그림 Ⅳ-3>은 여러 상이한 시각에서의 농도

분포 모양을 나타낸 것으로서,농도가 퍼져서 균일하게 되려는 경향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다.

〈그림 Ⅳ-3〉용질이 확산되기 시작하는 표면 쪽의 농도 분포 (Atkins

& Paula,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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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3>에서 x축은 치,y축은 어떤 시각 t에 x에서의 농도/(단면

당 체 알맹이 몰수)이다.동일한 시각에서 치 x가 작아질수록 농

도 기울기의 경사가 커진다.이를 x=25cm와 x=50cm일 때로 용

해보면, 의 길이가 짧으면 농도 분포에서 기울기가 크고 이러한 용질

분자 분포의 차이로 인해 생성된 띠의 폭이 넓어지고 일정하지 않다.

한,각 시간 인 1.0,0.3,0.1,0.05로 갈수록 농도 기울기가 격해지는데

이는 특히 짧은 에서 기에 난류가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25cm의 에서 띠의 휘어짐과 15cm의 에서 불규칙한 넓은 띠가 모

두 기에 나타난 것은,처음 짧은 시간 내에는 농도의 기울기 차이가

크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날수록 농도 기울기 차이가 작아지기 때문이

다.이러한 경향성으로 볼 때 의 길이는 길수록 일정한 치에서 더

잘 찰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세 가지 길이 에서는 50cm

가 가장 합하다.

4.2.2 의 직경(2cm,1.2cm,0.5cm)에 따른 향

의 직경을 다르게 했을 때 어떠한 향이 있는지 알아보기 해 기존

에 사용한 1.2cm와,직경 2cm와 0.5cm을 추가하여 비교하는 실험을

실시하 다. 의 길이는 50cm로 하여 직경 이외의 조건은 모두 동일

하게 하 으나,직경이 0.5cm인 경우 솜의 양에 비해 시약의 양이 무

많아 액체 상태로 넘쳐흐르는 결과가 발생하여 솜을 넘쳐흐르지 않는

0.025mL로 양을 다.양이 작아져도 실험 결과에 향이 없을 것이

라는 제하에 실험 결과를 분석하 고 <그림 Ⅳ-4>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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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4〉6.0m의 암모니아수와 14.8m의 염산을 동시에 주입했을

때 의 직경에 따른 염화암모늄 흰 띠의 치와 띠 넓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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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cm,1.2cm,0.5cm 직경의 띠 넓이를 비교하기 해 〈그림 Ⅳ-4〉

(가),(나),(다)의 그래 각 좌측 하단에 일정해진 띠의 폭 하나를 확

하여 수치와 함께 나타냈다.직경 2cm의 은 띠가 비교 일정한

치에서 찰되었고 직경 1.2cm의 에 비하여 시각 으로 확 되어 잘

보이는 장 이 있으나,띠가 여러 개로 나 어져 생성되며 띠의 폭이 조

더 넓다.직경 0.5cm는 띠의 치가 더 많이 이동하면서 불규칙하게

형성되어 2cm,1.2cm,0.5cm의 세 가지 조건 에서 폭이 가장 넓다.

의 결과로부터 띠 치의 일정한 측정을 해서는 1.2cm의 직경이

가장 할 것으로 생각되며,이는 기체 입자의 이동이 층류를 형성하

여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과 련 있다.아래 <그림 Ⅳ-5>는 유체의 운동

량 교환으로 인한 속도 차이로 생긴 층흐름을 나타낸다.

〈그림 Ⅳ-5〉유체의 운동량 교환과 층류 (Atkins& Paula,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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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에서 거리가 떨어질수록 층류간의 속도 차이가 어들며,이

같은 이유로 의 두께가 어들수록 체 인 층류간의 속도 분포가 커

진다.즉, 의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일정한 층류를 이루는 부분이 커지

고 찰의 오차가 어들게 된다.이 효과는 어느 거리 이상이 되면 일

정하게 되므로 층류간의 속도 분포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최소 직경을

찾는 것이 찰의 용이함에 도움을 주며,이런 측면에서 1.2cm가 당

한 직경으로 단했다.

4.2.3솜 마개 두께(1mm,3mm,10mm)의 차이

기체 운동의 시작은 앞서 확산 방정식을 통해 언 한 로 단일 평면

에서 이루어짐을 가정하고 있다.하지만 실제 솜을 사용하여 실험을 수

행하는 상황에서는 단일 평면에서 기체의 운동이 시작될 수 없으며 일정

한 두께를 가진 공간에서 시작이 이루어진다.두께에 의한 효과를 확인

하고 일정한 측정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실험 구성을 해 마개 두께를

다르게 하면서 염화암모늄 띠의 두께를 찰해보았다.즉,솜 마개의 두

께 차이를 실험으로 논증하기 해 솜을 다양한 두께로 고정하여 비교

분석하 다.솜의 두께는 1mm,3mm,10mm로 조작하 고, 체 두

께를 고르게 하도록 솜 면 의 모양은 실리콘 마개에 맞도록 채워 넣었

다.<그림 Ⅳ-6>에 각 두께의 마개 부 를 확 한 사진과 실험 결과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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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6〉6.0m의 암모니아수와 14.8m의 염산을 동시에 주입했을

때 솜 마개 두께의 차이에 따른 염화암모늄 흰 띠의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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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되는 띠는 솜의 두께가 커짐에 따라 넓어지는 것을 찰하 다.즉,

띠가 퍼지는 두께는 솜의 두께와 거의 유사함을 확인하 고,이는 솜 마

개가 두꺼워지면 발생하는 기체가 으로 찰 가능한 시간 내에서 면으

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부피로 만나기 때문이다.솜 마개를 얇게 한 것

의 효과는 시약을 주입한 출발 지 에서부터 치의 차이로 인한 압력

경사가 생기는 것을 막아 띠의 두께를 얇고 일정하게 한 것이다.따라서

솜의 두께가 3mm,10mm로 갈수록 띠의 경향성이 좋지 않으며 1mm

정도로 최소한으로 해야 출발 지 이 얇게 되기 때문에 일정한 실험 결

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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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암모니아수와 염산의 농도에 따른 세 가지 분압(partial

pressure)조건

시약이 높은 농도일수록 유독한 냄새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상되기

때문에 용액을 묽히면서 농도를 낮추어도 실험이 잘 되는지,즉,농도 의

존성이 있는지와 어느 정도까지 허용 가능한 지를 알아보고자 하 다.

농도를 묽게 하면 <그림 Ⅲ-3>에서 알 수 있듯이 HCl의 분압이 격히

낮아져 기체 발생량이 무 을 것으로 상되었다.이를 감안하여 증

기압 그래 에서 두 기체의 분압이 동일한 일직선을 만족하는 세 가지

분압 조건의 농도를 선택하 고 <표 Ⅳ-1>에 구분하 다.

시약

Set

농도

NH3 HCl

1 6.0m 14.8m

2 5.0m 14.5m

3 4.0m 14.2m

〈표 Ⅳ-1〉각 실험에 해당되는 암모니아수와 염산의 농도

각 농도에 따른 실험 결과는 <그림 Ⅳ-7>과 같으며,Set1은 앞에서 분

석한 <그림 Ⅳ-2> (가)의 결과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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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7〉 세 가지 분압 조건의 농도에서 암모니아수와 염산을 동시에 주

입했을 때 염화암모늄 흰 띠의 치.(가)6.0m NH3와 14.8m HCl:Set1,

(나)5.0m NH3와 14.5m HCl:Set2,(다)4.0m NH3와 14.2m HCl:Set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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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1만 염화암모늄 흰 띠가 일정한 치에서 찰되었고 Set2,Set3

는 기에 일정하다가 시간이 지나자 나 에 띠의 폭이 조 씩 넓어지며

이동하 다.그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매 분마다 각 띠 치의 간값으

로부터 편차가 커지는 경향성을 객 으로 수치화하여 비교하기 해

통계 인 근을 이용하여 <그림 Ⅳ-8>에 그래 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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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8〉각 농도별 실험에서 암모니아가 확산되어간 거리에 해

염화암모늄 흰 띠의 처음과 마지막 치 차이의 비율

각 실험을 축,(σNH3/distanceofNH3)×100을 축으로 놓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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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istanceofNH3)는 암모니아수를 주입한 지 으로부터 흰 띠가 찰

된 치까지의 거리이며,측정한 띠 치들의 평균으로 <그림 Ⅳ-7>에

화살표로 표시하 다.σNH3는 띠 폭의 앙값을 기 으로 처음 치와

마지막 치의 차이로 정하 고 <그림 Ⅳ-7>의 짧은 선으로 표시하

다.

Set1,2,3로 순차 으로 갈수록,즉 농도가 묽어질수록 (σNH3/distance

ofNH3)×100의 값은 증가했고 이는 암모니아가 확산되어간 거리에 비하

여 띠 앙값의 이동한 정도가 커짐을 의미한다.따라서,시약의 농도가

진할수록 염화암모늄 띠의 치가 일정해지는 결과가 나타난다.

<그림 Ⅲ-3>의 증기압 그래 에서 의 세 가지 분압 조건보다 더 낮

은 농도로 내려간다면 분압이 무 낮기 때문에 실험이 지닌 본질 인

한계 이 되겠다.실험 결과가 얻어지는 시약의 농도는 매우 높은 수

이기 때문에,어떠한 농도에서도 시약 자체의 험성이 있어 실험 수행

시 주의를 필요로 한다.

4.2.5 의 양 끝에 시약을 주입하는 시간차

암모니아수와 염산을 어느 정도로 정확히 동시에 주입해야 실험 결과를

은 오차로 얻을 수 있는지,시약을 주입함에 있어서 시간 간격 차이가

략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 알아보기 해 다음 실험을 수행하

다.암모니아수를 먼 주입했을 때와 염산을 먼 주입했을 때로 나

어서 0 ,5 ,10 ,20 ,30 로 시간차를 늘려가며 실험을 실시하

다.각각 세 번씩 실험을 수행하여 평균값을 계산해 <그림 Ⅳ-9>의 그래

로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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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9〉암모니아수와 염산의 주입 시간차에 따른 염화암모늄 흰

띠의 상 이동값

의 그래 는 각 주입 시간차에서 상 이동값의 평균과 오차 막

(errorbar)를 나타내었다.상 이동값은 시간차가 커질수록 띠가 얼

마나 이동했는지 변화를 확인하기 한 정량 수치 근거로 사용하 고,

이 값이 0이면 띠 치의 이동이 없고 일정함을 의미한다.

상대적이동값  관의전체길이

처음위치마지막위치
×

실험 결과,NH3를 먼 주입했을 때 상 이동값이 +쪽으로 커졌고

HCl을 먼 주입했을 때는 이 값이 -쪽으로 커져 주입 시차 간격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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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수록 상 이동값이 0에서 멀어지는 경향성을 보 다.그러므로

의 양 끝에 암모니아수와 염산을 동시에 주입할수록 상 이동값이 0

에 가깝기 때문에 정교한 실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4.3재 성을 한 최 의 실험 조건

간편성과 안 성을 목 으로 개선한 기체의 확산 실험장치로 암모니아

수와 염산을 투명 아크릴 의 양 끝에 주입하여 각 조건에서 실험을 수

행하 다.한 차시 내에 완료할 수 있는 수업으로 비와 마무리를 고려

하여 염화암모늄 띠를 충분히 찰할 수 있는 실험 소요시간은 20분 정

도가 하다고 생각되어 23분 측정 결과까지 기록하 다. 의 길이는

50cm, 의 직경은 1.2cm,솜 마개의 두께는 1mm 정도로 얇을수록,

암모니아수와 염산의 농도에 따른 세 가지 분압 조건에서는 기체의 분압

이 높은 6.0m의 암모니아수와 14.8m의 염산에서, 의 양 끝에 시약을

주입하는 시간차는 최 한 작게,즉 동시에 주입할수록 염화암모늄 흰

띠가 시간에 따라 쉽게 일정한 치에서 찰되어 재 성이 있는 실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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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0〉최 의 실험 조건에서 염화암모늄 띠가 일정한 치에서

찰된 모습.시간에 따른 띠 치의 구체 측정 결과는 앞서 제시한

〈그림 Ⅳ-2〉(가)에 해당된다.

<그림 Ⅳ-10>에서 일정해진 띠의 치는 2.15cm ∼ 2.35cm의 범 로

간값은 2.25cm이다.NH3쪽으로부터의 거리는 27.25cm이고 HCl쪽

으로부터의 거리는 22.75cm로,두 기체가 이동해간 속도가 같은 경우의

치인 앙값 0을 기 으로 NH3(g)가 HCl(g)보다 더 치우친 치에서

찰되었고 <그림 Ⅳ-10>에 화살표로 나타냈다.암모니아 기체가 확산

되어간 거리와 염화수소가 확산되어간 상 거리의 비는 1.20±0.01:

1가 되어 분자량이 더 작은 암모니아 기체가 염화수소 기체보다 더 빠르

게 운동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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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결론 제언

본 연구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과 2009개정 교육과정의 학교 고등

학교 화학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기체의 확산 실험에 하여 연구하

다.선행 연구를 분석하고 교과서를 분석한 후 기체 분자 확산 실험에

한 간편성,안 성,재 성을 고려한 실험방법을 개선하는 연구를 수행

하 다.

먼 실험 과정에 있어서,스탠드는 양 끝에 동시에 시약을 주입할 때

편리하고, 이 있는 주사기와 종이자를 사용하여 측정이 간편하고 쉽

도록 하 다.시약의 유독한 기체의 발생을 제거하기 해 폐된 상태

에서 실험하는 방법을 고안하 고, 손되기 쉬운 유리 신 아크릴

을 사용하여 안 성의 측면에서 개선되었다.이러한 목 으로 개선한

기체의 확산 실험 장치로 다음 차를 진행하 다.

암모니아수와 염산의 몰랄 농도에 따른 증기압 그래 에 의해 암모니아

수는 6.0m,염산은 원액 14.8m일 때 발생되는 기체의 양이 동일하고

분압이 높기 때문에,먼 이 농도를 기 으로 실험을 실시하 다.실험

결과에 향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인들에 한 실험을 수행한 결과

에 한 구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 길이는 50cm,25cm,15cm 에서 길이가 길수록 시간에

따른 띠의 치가 가늘고 일정하게 형성되는 경향성을 보 다.용질이

확산되기 시작하는 표면 쪽의 농도 분포 그래 로 분석해보면, 의

길이가 짧으면 농도 분포에서 치 x가 작아 의 길이가 긴 것에 비해

기울기의 경사가 크고 이는 용질의 확산이 고르지 않음을 의미한다.

둘째, 의 직경은 2cm,1.2cm,0.5cm 0.5cm에서 띠가 더 많이

이동하면서 불규칙하고 폭이 넓게 형성되었다.이는 유체의 운동량 교환

으로 인한 속도 차이로 생긴 층흐름에서 벽면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층

류간의 속도 차이가 어들며, 의 직경이 작아질수록 벽과 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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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방향 운동량의 시작과 끝 차이 효과가 크고,이에 따라 체 인 층

류간의 속도 분포가 고르지 못한 것으로 해석하 다.2cm의 직경인 경

우에는 띠가 거의 일정한 치에서 찰되었지만,여러 개로 나 어져

보이고 폭이 조 더 넓기 때문에 본 실험에서는 층류간의 속도 분포 효

과가 나타나지 않는 최소 직경이면서 찰에 용이한 1.2cm를 선택하

다.

셋째,솜 마개 두께의 차이에서는 1mm,3mm,10mm로 두꺼워질수

록 띠의 폭이 넓어졌다.마개의 두께를 얇게 할수록,발생하는 암모니아

와 염화수소 기체가 면으로 만나 기체의 압력 경사가 생기는 것을 일

수 있기 때문에 생성되는 염화암모늄 띠의 치를 가늘고 일정하게 할

수 있다.

넷째,암모니아수와 염산의 농도에 따른 세 가지 분압 조건에서는 시약

의 농도를 묽 기체의 분압이 낮아질수록 기에는 띠가 일정한 치에

있다가 차 처음과 마지막의 치 차이가 증가했고 이는 띠의 이동한

정도가 커짐을 알 수 있다.그러므로 증기압 그래 의 두 기체의 동일한

분압에 해당되는 일직선에서 가능한 가장 진한 농도인 암모니아수 6.0

m,염산은 원액 14.8m일 때 일정한 치에서 띠를 찰할 수 있다.

다섯째, 의 양 끝에 시약을 주입하는 시간차는 주입 시차 간격이 커

질수록,띠가 얼마나 이동했는지 변화를 확인하기 한 정량 수치 근

거인 상 이론값이 0에서 멀어지는 경향성을 보 으므로 동시에 주입

할수록 정교한 실험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재 성이 있는 실험 결과를 얻는 방법을 종합하여 염화암모

늄 띠가 일정한 치에서 찰되는 최 의 조건을 찾아낼 수 있었다.분

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띠의 치가 일정하게 나오지 않는 문제 에 한

원인을 악하고 한 방향을 제시하여 일정한 해석을 가능하게 하

다.

이로써 학교 장에서 교사는 실험을 비하고,학습자는 과학 상을

객 으로 찰하고 실험의 시행착오를 이는데 도움을 수 있다.

특히,시약 냄새의 험성을 최소화하여 보다 안 한 교육 환경에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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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이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한편,각 농도에 해당되는 시약을 학생들이 직 제조하기에는 험하

고 조작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수업 에 교사가 미리 한 농

도의 시약을 제조할 것을 권장한다.두 시약에 한 험성으로 인해 유

독하지 않은 다른 종류로 체 가능한지에 해서도 지속 으로 제안되

고 있지만 여 히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므로 이와 련된 연구도 진행되

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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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부 록

7.1암모니아수와 염산의 농도에 따른 도

도를 이용하여 시약의 % 농도를 알아내기 해 문헌값(Perry,1997)

을 바탕으로 다음 그래 를 나타내었다.실제 실험에 사용한 시약의 농

도를 정확히 알아내기 해 직 측정한 도값을 바탕으로 농도를 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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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Ⅶ-1〉암모니아수와 염산의 20℃에서 농도에 따른 도 (Perry,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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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Ⅶ-1>에 의하면,암모니아수는 %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도가

감소하고,염산은 %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도가 증가한다.각각 세 번

측정한 도값의 평균을 그래 각 수식의 에 입하여 내삽하면 일정

온도에서 % 농도인 를 구할 수 있다.

7.1.1시약의 실제 농도 구하는 과정

 =weightconcentration(%)

 =density(g/mL)

NH3

    

↑

평균 도 =0.89178g/mL(피펫으로 10mL당 무게를 측정하 고 보다

정확한 계산을 해 유효 숫자 자리 수 고려하지 않고 결과로 나타내어

지는 자리 수까지 다 넣어 값을 얻었다.)

 =약 29.4%

HCl

    

↑

평균 도 =1.17406g/mL

 =약 35.1%

이 과정을 다음 <표 Ⅶ-1>에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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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Ⅶ-1〉암모니아수와 염산의 실제 농도 구하는 과정

구분 암모니아수 염산
실제 측정한 도의

평균값
0.89178g/mL(=) 1.17406g/mL(=)

% 농도()에 따른

도값()수식
          

% 농도 29.4% (=) 35.1% (=)

몰랄 농도 24.4m 14.8m

7.2암모니아수와 염산의 각 농도별 시약 제조 방법

아래 <표 Ⅶ-2>에 따라 피펫을 사용하여 암모니아수를 먼 바이알에

일정량 취한 후 증류수를 넣는다.염산도 마찬가지로 제시된 양만큼 바

이알에 넣고 나머지 증류수는 피펫이나 마이크로피펫으로 넣은 후 기체

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즉시 마개로 닫는다.

〈표 Ⅶ-2〉세 가지 분압 조건에서 각 농도에 해당하는 암모니아수와

염산의 양

시약 농도
NH3

(mL)

H2O

(mL)
시약 농도

HCl

(mL)

H2O

(mL)

NH3

6.0m 3.4 6.6

HCl

14.8m 10 0

5.0m 2.9 7.1 14.5m 9.85 0.15
4.0m 2.4 7.6 14.2m 9.7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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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ofExperimentalMethod

inMolecularDiffusionof

NH3(g)andHCl(g)with

RespectofSimplicity,Safety,

andReproduc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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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xperiments on diffusion rate of ammonia and Hydrogen

chloridegasesinmiddleschoolandhighschoolsciencetextbooks

have troubles for lack of enough and proper information on

experimentequipmentsorprocessesaswellasissuesofsafetywith

respectofschoollabenvironment.Thisstudystudiesgas’sdiffusion

experiment equipment in terms of these simplicity,safety,and

reproducibilityinthediffusionexperimentwithNH3(aq)andHCl(aq)

inalongtube.Experimentalconditionsincludingtube'slength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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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meter,cottonstopper'sthickness,partialpressureofeachgason

theconcentrationofNH3(aq)andHCl(aq),andreagentinjectiontime

intervalatbothendsofatubearestudiedtogetoptimalexperiment

condition.This study willhelp teachers and students to observe

scientificphenomenonobjectivelyandtoreduceexperiment’strialand

errorundersafeenvironmentatschool.

keywords :moleculardiffusion,NH3,HCl,reproducibility,safety,

school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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