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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역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을 서로 섞으면, 그 양에 따라 용액

의 성질이 변함을 설명할 수 있다.

과정 역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을 알맞게 섞으면 중성 용액이 될 것

이라는 것을 추리할 수 있다.

학습목표

48�49쪽

4/5 차시

38�40쪽

차시

교과서 실험 관찰

ryrhktj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을

알맞게 섞으면 중성 용액이

만들어진다.

위 실험에서 용액의 성질은 산성 용액 → 염기성 용액 → 중성 용액으
로 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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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을 섞었을 때의

용액의 성질을 알아

보기

�묽은 염산에 묽은 수산화나트륨 용액을 넣으면 용액의 성

질이 변한다.

�산성 용액에 넣은 염기성 용액의 양에 따라 용액의 성질

은 달라진다.

2.‘중성 용액’이란 용어

도입하기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을 알맞게 섞으면 중성 용액이

된다.

gkRtmQ rody

tlFgjA rhkSckF

�산성 용액이 될 것이다. 혹은 염기성 용액이 될 것이다.
산성도 염기성도 아닌 다른 성질의 용액이 될 것이다 등 학생 나름 로의 예상을 적
는다.

�묽은 염산에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린 후, 묽은 수산화나트륨 용액을 넣으면서

색변화를 관찰한다 등 학생 나름 로의 실혐계획을 적는다.

�산성 용액보다 염기성 용액을 많이 넣으면 염기성 용액이 된다.

�산성 용액보다 염기성 용액을 적게 넣으면 산성 용액이 된다.

�산성 용액에 염기성 용액을 알맞게 섞으면 중성 용액이 된다.

�내 예상과 맞다 혹은 내 예상과 틀리다는 답이 나올 수 있

다. 학생에 따라서는 실험 결과에 따라 자신의 예상을 수정

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러한 학생에게는 예상은 결과와 다

를 수도 있으므로 수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해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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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색 혹은 색깔의 변화가 없다.

�붉게 변한다.

�산성 용액에 넣은 염기성 용액의 양에

따라 용액의 성질은 달라진다.

�무색으로 변한다. 혹은 색깔이 없어진다.

모둠별 준비물

묽은 염산

(Hydrochloric acid;HCl

(0.1M)

묽은 수산화나트륨 용액

(Sodium Hydroxide;NaOH)

(0.1M)

페놀프탈레인 용액

시험관(1개/모둠)

스포이트(3개/모둠)

시험관 (1개/모둠)

비커(1개/모둠)물

학생 준비물 보안경(1개/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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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kArn ghkFehD rhkwjD

1. 시험관에 스포이트로 묽은 염산을

1/5 정도 넣는다.

xkArn ghkFehD rhkwjD

2. 시험관에 스포이트로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2�3방울 떨어뜨린 후, 잘 흔

든다.

시험관에 묽은 염산을 너무

많이 넣을 경우, 묽은 수산

화나트륨의 양도 그만큼 넣

어야 하므로 시험관이 넘칠

우려가 있다.

사용했던 스포이트는 물이

들어 있는 비커에 넣는다.

시험관 신 삼각 플라스크

를 사용하면 용액을 섞는

데 편리하다.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염기

성에서는 붉게 변하지만, 산

성과 중성에서는 무색이다.

3. 시험관에 스포이트로 묽은 수산화나

트륨 용액을 조금 넣고 흔들면서 용액

의 색깔을 관찰한다.

4. 용액의 색깔이 변할 때까지 묽은 수

산화나트륨 용액을 조금씩 더 넣으면

서 시험관을 흔든다.

시험관에 넣은 묽은 염산의 양과 묽은 수

산화나트륨 용액의 양이 비슷해졌을 때,

묽은 수산화나트륨 용액을 한방울만 더

추가해도 용액의 색깔이 변하므로 묽은

수산화나트륨 용액을 소량씩 첨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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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색깔이 변한 다음에는 색깔이 없어

질 때까지 묽은 염산을 조금씩 더 넣

으면서 시험관을 흔든다.

6. 묽은 수산화나트륨 용액과 묽은 염

산을 조금씩 더 넣으면서 용액의 색깔

변화를 여러 번 실시해 본다.

7. 위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산성 용액

과 염기성 용액을 섞었을 때의 용액의

성질을 생각해 보고, ‘중성 용액’이란

용어를 도입한다.

�산성 용액보다 염기성 용액을 많이

넣으면 용액의 성질은 어떻게 될까?

－염기성 용액

�산성 용액보다 염기성 용액을 적게

넣으면 용액의 성질은 어떻게 될까?

－산성 용액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을 알맞게

섞으면 용액의 성질은 어떻게 될까?

－중성 용액

실제로 꼭 중성 용액이 되

도록 할 필요는 없다. 단지,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을

알맞게 섞으면 중성 용액이

된다는 것만 알면 된다.

용액의 색깔이 변하는 과정

을 몇 번 반복하는 동안 학

생들은 용액의 성질이 변하

는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

는 기회를 갖는다.

탐구 활동 과정 6번의 실험을

상기시키며, 중성은 아주 새로

운 용액의 성질이 아니라 산성

과 염기성의 연속선상에 있다

는 것을 이해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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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성 용액보다 염기성 용액을 많이 넣었을 때의 용액의 성질：염기성 용액

2. 산성 용액보다 염기성 용액을 적게 넣었을 때의 용액의 성질：산성 용액

3.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을 알맞게 섞었을 때의 용액의 성질：중성 용액

4. 산성 용액에 넣은 염기성 용액의 양에 따라 용액의 성질은 달라진다. 

wjD  fl

1. 희수는 진하기가 같은 묽은 염산과 묽은 수산화나트륨 용액을 준비하 다. 다음은 희수가

시험관에 묽은 염산을 넣고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스포이트로 2�3방울 떨어뜨린 후, 묽은 수

산화나트륨 용액을 넣어 흔들었을 때의 모습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

① 시험관에 들어 있는 용액의 성질은 산성이다.

② 시험관에 들어 있는 용액의 성질은 염기성이다.  

③ 묽은 수산화나트륨 용액의 양보다 묽은 염산의 양을 더 많이 넣었다.

④ 묽은 염산의 양보다 묽은 수산화나트륨 용액의 양을 더 많이 넣었다.

2.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을 알맞게 섞었을 때, 어떤 성질의 용액이 만들어지나요?

( )

vuD  rk

1. ② , ④

2. 중성 혹은 중성 용액

페놀프탈레인
용액

묽은
수산화나트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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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 염기의 정의

산과 염기의 정의는 크게 아레니우스의 산-염기, 브뢴스테드의 산-염기로 나눌 수 있다.

아레니우스는 물에 녹아 수소 이온(H＋)을 내놓을 수 있는 물질을 산이라고 하고 수산화이온

(OH－)을 내놓을 수 있는 물질을 염기라고 정의하 는데, 아레니우스의 산과 염기의 예는 다

음과 같다.  

HCl은 물과 반응하여 수소 이온을 내놓기 때문에 산이다.

NaOH는 물과 반응하여 수산화 이온을 내놓기 때문에 염기이다.

아레니우스의 정의는 수용액의 경우에만 설명이 가능하므로 브뢴스테드 산-염기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브뢴스테드는 수소 이온을 내놓으면 산, 수소 이온을 받아들이면 염기라고

정의내렸다. 다음 반응에서 HCl은 수소 이온을 내어 놓았기 때문에 산이고 NH3는 수소 이

온을 받았기 때문에 염기이다.

산과 염기의 만남

산과 염기가 만나면 산의 수소 이온과 염기의 수산화 이온이 반응하여 중성인 물이 생성된

다. 이와 같이 산과 염기가 반응하여 중성이 되는 산－염기의 반응을 중화 반응이라 한다. 

rosuA gotjF

+

염산�

수산화나트륨�

염(소금)+물�

산과 염기가 중화되면 본래와 �

전혀 다른 물질인 염과 물이 생긴다.

H± OH—  H™O � Cl— Na±

HCl ＋ H2O → H3O
＋＋Cl－

NaOH → Na＋＋OH－

HCl ＋ NH3 → NH4
＋＋Cl－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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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기성 용액에 산성 용액을 계속 가하면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에 염산을 조금씩 가하면 혼합 용액은 중성 용액을 거쳐 산성 용액이

된다. 염기성 용액 내의 모든 수산화 이온이 가해지는 산의 수소 이온과 만나 물이 되면 혼

합 용액은 중성이다. 중성 용액이 된 후 계속 가해지는 산의 향으로 수소 이온이 존재하게

되므로 혼합 용액은 산성 용액이 된다.

산성 용액에 염기성 용액을 많이 넣으면?

염산과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알맞게 섞으면 용액은 중성이 되지만, 수산화나트륨 수용

액이 과량 들어가게 되면 용액은 염기성을 띠게 된다. 수소 이온 하나와 수산화 이온 하나가

만나서 물 분자 하나가 만들어지므로, 수산화 이온이 수소 이온수보다 많으면 여분의 수산화

이온이 용액 중에 남게 되므로 혼합 용액은 염기성이 되는 것이다.



샴푸로 머리를 감으면 머리카락이 부드러우나 비누로 머리를 감으면 머리카락이 뻑뻑해진

다. 샴푸는 비누보다 환경 오염을 많이 일으킨다는데 비누로 머리를 감으면서 이 뻑뻑한 느

낌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비누가 염기성이라는 사실을 이용해 보자. 염기성인 비누

가 단백질로 구성된 머리카락에 작용하여 머리결이 뻑뻑해진다. 따라서 중화 반응을 이용하

여 중성으로 만들면 이런 느낌은 없어진다. 우리 주위에서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안전한 산성

용액인 식초를 물에 풀어 헹구면 비누의 염기성이 식초의 산성에 의해 중화되면서 머리카락

이 부드러워진다.

시간이 지나면서 김치가 차츰 발효되어 젖산이 생성된다. 오래된 김치가 신맛을 내는 이유

는 주로 이 젖산이라는 산성을 띤 물질 때문이다. 젖산을 제거하여 신맛을 줄이는 방법을 이

용하면 김치를 시지 않게 오래 보관할 수 있는데, 이때 주로 사용되는 것이 조개 껍질이다.

조개 껍질은 염기성을 띤 물질이므로 깨끗이 씻어서 김치 용기에 함께 넣어 두면 김치의 신

맛을 줄일 수 있다.

비슷한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 조상들은 김칫독에 배인 냄새나 김치를 오래 보관한 그릇에

배인 냄새를 제거하기도 했다. 신문지를 태우면 그 재는 염기성을 띠기 때문에 신문지를 태

운 재를 종이에 묻혀 감칫독을 닦아주거나, 조개 껍질을 잘게 갈아서 그릇에 보관해 두어 김

치 냄새를 제거하곤 했다.

toDghkFrhk  rhkgkR

샴푸 사용을 줄여 봐요

김치를 시지 않게 오래 보관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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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 염색

ckArh  wkfy

우리 조상들은 누에고치에서 실을 뽑아낸 후 그 실을 베틀에 올려 천을 짜고 여러 가지 색

으로 염색을 했다. 신윤복의「단오풍정」에 나오는 그네 타는 여인의 치마의 붉은색을 염색하

는 방법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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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오풍정 부분도(신윤복)

전통적으로 홍화를 이용해서 천을 붉게 물들 는데, 이 과정에서 중화 반응이 이용된다.

홍화꽃에 물을 부어 삭힌 후, 무명 주머니에 넣고 주물러 황색 색소를 제거한다. 반복해서

완전히 황색 색소를 제거한 홍화 주머니에 염기성(pH11�12)인 잿물을 부으면 붉은색 색소

가 추출된다. 염기성 용액은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으므로 추출한 붉은색 색소를 바로

비단에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염기성인 붉은

색 용액을 중화를 시키기 위해 오미자물(pH3 정도)을 가한 후 염료로 사용한다.

홍화에서 추출된 붉은색 색소(염기성) ＋ 오미자물(산성) → 중화된 염료



gkRtoD  ghkFehD

준비물：자주색 양배추 즙, 염기성 세제(가루세제), 드라이아이스, 장갑, 유리컵

1. 유리컵에 물과 자주색 양배추 즙을 반씩 섞

어 넣는다.

반 번 이름

드라이아이스와 양배추 용액의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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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 유리컵에 약수저로 가루 세제를 조금씩

넣으면서 용액의 색깔을 녹색으로 변화시킨

다. 조금만 넣어줘도 녹색으로 변하므로 주

의해서 조금씩 가한다. 

�자주색의 양배추 용액이 녹색으로 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적어 보자.

�용액의 색깔이 다시 자주색으로 변하는 이유를 적어 보자.

3. 핀셋이나 장갑을 이용해서 손톱 크기 정도의 작은 드라이아이스 조각을 유리컵에 넣는다.

색깔 변화를 관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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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과 양배추 즙의 혼합물에 염기성 세제를 넣으면 혼합물의 색깔은 녹색으로 변

한다. 여기에 드라이아이스를 넣으면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하는데, 이 기체가 물에 녹아

약산성을 띠는 탄산으로 변하기 때문에 점차 용액은 중성을 거쳐 약산성으로 변한다. 따라서

용액의 색깔은 산성색인 붉은색으로 변한다. 이는 양배추 즙이 산성도에 따라 색이 변하기

때문이다. 

실험 결과

1. 가정용 세제

가정에 있는 세제들의 성분이 표시된 부분을 보면 염기성 세제를 흔히 찾을 수 있다. 세탁

에 이용하는 세제들 중에도 많이 있고, 하수구나 욕실 세정제들 중에도 염기성인 것이 많다.

특히 하수구나 욕실 세정제의 성분 중에는 차아염소산 나트륨이 포함된 경우가 많은데 이들

세제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드라이아이스와 만나 중화되는 과정에서 유독한 염소 기체가

발생하므로 주의하도록 한다. 세탁에 사용하는 가루 세제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2. 세제의 양

염기성 세제를 너무 많이 가하면 양배추즙의 색소가 파괴되어 노란색으로 변하게 되므로,

녹색이 될 때까지 적당량을 가하도록 한다. 이 실험에서는 소량을 가해도 색이 쉽게 변하므

로 색변화를 보면서 약수저를 이용해서 조금씩 가하도록 한다.

3. 자주색 양배추 지시약 만들기

자주색 양배추를 적당량 증류수에 넣고 약한 불로 가열해 준다. 붉은 색소가 쉽게 빠져 나오

므로 색깔이 너무 진하지 않게 희석시켜서 사용할 수 있다.

4. 드라이아이스

드라이아이스를 손으로 직접 잡을 경우 동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핀셋을 이용하거나 면장

갑을 끼고 실험하도록 한다.

실험상의 유의점



잿물을 이용하여 중성 용액 만들기

준비물：시험관 1개, 스포이트, 유리 막 , 약숟가락, 리트머스 종이, 잿물, BTB 용액

1.시험관에 잿물을 1/2정도 채운다. 여기에 BTB용액을 몇 방울 떨어뜨려 보자.

(1) 색깔이 어떻게 변하는가?

(2) 잿물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

2. 잿물 속의 BTB 용액이 녹색이 되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

3. 위의 실험 결과를 이용하여 김칫독에 김치 냄새가 배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자.

BTB용액의 색깔 변화

BTB용액은 산성에서는 노란색, 중성에서는 녹색, 염기성에서는 푸른색을 띤다.

실험 과정 2에서 잿물을 녹색으로 만들기 위해서 산성 용액을 조금씩 가하여 중화시키면 된다.

학생들에게 몇 가지 산성 용액(레몬즙, 사과 쥬스, 식초, 등)과 염기성 용액(비눗물, 수산화나트

륨 수용액, 등)을 나눠주고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넣어보도록 지도한다.

ehwjS  rhkwp

반 번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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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들의 잿물 만드는 방법

1. 볏짚, 콩 , 쑥 등을 모은다. 2. 태워서 숯 상태로 만든다.

3. 시루에 옮기고 재위에 물을 붓는다.

4. 시루에서 흘러 나온 물이 잿물이다. 

실험실에서 준비할 때는 볏짚, 콩 , 쑥 등을 조심해서 태워서, 증류수를 부은 다음 거름종이를 이용해

서 걸러 사용한다. 흰색 종이를 태우면 오히려 산성 용액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tndjQ ehd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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