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직 플라워 만들기
산 염기 지시약을 이용한 변하는 꽃 만들기-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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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사 배준우:

발표 학생 김재원 김준영 김도헌: , ,

우리는 마술사들이 현란한 손놀림과 변화되는 순간순간의 현상

을 보고 기뻐하고 있다 마술사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고 있노라.

면 정말로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마술이 있어 물질들을 변화시

키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과학의 원리를 이.

용한 것이라면 믿을 수 있겠는가 오늘 공부할 매직플라워도 마?

술사들이 많이 사용하는 마술도구들이다 과학의 신비한 반응들.

을 이용한 매직 플라워 어떤 원리가 숨어있는 것일까?

이런걸 알게 되요

지시약의 종류에 따라 산과 염기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예상 할 수 있다- .

산과 염기의 반응이 중성인 물질로 변하며 중화반응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

매직 플라워의 원리를 이해하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변색하는 종이꽃을 만들어 즐긴다- .

이런 게 필요해요

거름종이 페놀프탈레인 티몰프탈레인 기타 여러 가지 지시약 메탄올 철사( 150mm), , BTB, , , , ,φ

꽃 테이프 눈금실린더 진한 암모니아수 염산 스포이트 염화암모늄 수산화나트, 1000mL , , , , ,

륨 핀셋 비커 샬레 가위, , , ,

따라 와 왜 안와~

활동 매직플라워 만들기[ 1]

거름종이에 페놀프탈레인 티몰프탈레인의 용액을 충분히 묻힌 후 잘 말린다, BTB, .①

잘 마른 거름종이를 원의 중심부분으로 지나도록하여 등분으로 자른다8 .②

잘라진 거름종이를 다시 중심부분이 지나도록하여 반을 접는다.③

거름종이가 접혀서 맞닿은 부분과 나란하게 자른다 이 때 잘라진 모양을 펼치면 자 모양. V③

이 되도록 한다 그림. < 1>

정도의 가는 철사를 준비하고 위의 잘라진 거름종이의 원의 중심부분 자의 아랫부30cm (V④

분 을 철사의 윗부분에 대고 꽃 테이프로 감는다 그림 이런 방법으로 나머지 거름종이) .< 2>

도 계속하여 붙여 나간다 꽃 테이프는 약간씩 잡아당기면서 거름종이의 아랫부분을 감. -

아주면 된다.

꽃 테이프로 철사부분도 감아 철사가 꽃 대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한다.⑤

거름종이로 만들어진 꽃이 꽃 모양이 되도록 잎을 중심의 바깥 부분으로 펼치거나 말아준,⑥



다 그림 이 과정은 꽃과 같은 모양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중요한 부분은 아니. < 3>

다.

눈금실린더에 진한 암모니아수를 조금 넣는다.⑦

위에 거름종이로 만든 꽃을 눈금실린더에 넣는다 이때 넣기 직전에 스프레이로 물을 조금.⑧

묻혀준다.

활동 매직으로 보이기[ 2]

눈금실린더에 수산화나트륨을 몇 조각 넣고 물을 몇 방울 떨①

어뜨린다.

활동 와 같이 거름종이로 만든 꽃을 눈금실린더에 넣어 변[ 2]②

화가 없음을 확인시킨다.

매직과 같은 동작을 연출하고 준비된 염화암모늄을 조금 넣는③

다.

시간이 조금 지난 후 거름종이로 만든 꽃을 눈금실린더에 넣④

는다.

생각 모으기

염산과 암모니아수에 의해 지시약이 묻은 거름종이는 어떤 색을 나타내는가1. ?

염산에 의해 변해진 거름종이가 암모니아수에 의해 어떻게 변하는가2. ?

암모니아수에 의해 변해진 거름종이가 염산에 의해 어떻게 변하는가3. ?

또한 이 때 차로 묻혀주는 용액의 양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가2 ?

수산화나트륨과 염화암모니아수에 의해 어떤 물질이 만들어졌는가4. ?

그림 등분하기[ 1] 8 그림 완성된 매직플라워[ 3]그림 꽃만들기[ 2]

그림 변색된 매직 플라워[ 4]



그래 바로 이거야, !

지시약의 정의#

지시약은 담겨있는 물질의 산성도에 따라 자신의 색깔을 변화시킴으로써 그 물질이 어떤 특성

산성 중성 염기성 을 지니는가를 구분해주는 물질을 말하며 침전반응에서 침전이 완결되었( , , )

는지 또 산화환원반응이 완결되었는지를 알리는 길잡이로써 사용된다.

산 염기 지시약은 일반적으로 거대한 유기분자로서 그 자체가 약산 또는 약염기로써 지시약을

포함한 용액의 산성도나 염기성도가 급격히 변하는 종말점 근처에서 급격히 색이 변한다 지시.

약의 선택은 양성자성 화학종의 농도기울기 즉 범위 에 의존한다( pH ) .

지시약의 역사#

화학자에게 있어 가장 일반적인 작업중의 하나는 용액의 반응을 이해하기 위해 지시약을 떨어

뜨려 보는 것이다 이것은 아주 오래 전부터 실시됐고 세기에 걸쳐 더욱 발전했다 현재의. , 3 .

자료에 의하면 이 처음으로 여러 가지 자연의 식물 즙을 지시약, Robert Boyle(1627 91)∼

와 용액의 형태로 천연지시약으로 사용하였다paper .

자연적인 산 염기 지시약1)

지시약은 세기 에 의해서 여러 가지 식물의 즙을 용액에 사용한 것이 처음이16 Robert Boyle

다 특정한 식물의 즙이 어떤 물질에서 독특한 색을 낸다는 것은 아마도 그 이전이었을 것이지.

만 세기 이전에 그러한 식물의 즙은 단순히 비단을 염색하는데 사용되었다 아마도 이것은, 16 .

특정한 물질에서 많은 식물의 즙의 색이 변하는 것이 관찰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산이.

식물을 붉게 또는 염기가 식물을 푸르게 변화시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아무 의미가 없었는데

이는 아직 산 염기 개념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시약이 진정한 화학적 개념으로 형성. .

되기 시작한 것은 세기부터이다 최초의 산의 정의는 보일에 의해서 였는데 그는 산이란 식17 . ,

물의 즙을 붉게 변화시키는 성질이 있다고 하였다 그는 자주 지시약으로써 식물의 즙을 사용.

하였다 이후 식물의 즙을 지시약으로 사용한 보고가 종종 있었다 지시약으로는 제비. Boyle .

꽃 즙과 리트머스가 가장 자주 이용되었다 는 산에서 붉게 변하는 식물의 즙을. H.Bierhaave

이용한 지시약이 염기성 물질에서도 특별한 반응을 보인다고 보고 하였다 그러나 세기에. , 18

이 이러한 지시약은 똑같은 색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 하였다 그는 푸른색T. Bergman .

식물이 산에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여 질산에서는 붉게 변하지만 식초에서는 반응하지 않는,

다고 하였다 지시약은 적정 과정에 많이 사용되는데 산업적인 견지에서 보면 년. , , 1782

가 처음으로 지시약을 사용하였다 그는 초석을 생산하는 과정 중 질산을Guyton de morveau .

중화시키는 수단으로 지시약을 사용하였다 당시에는 적정과정이 이미 개발되어 있었지만 처. ,

음으로 적정과정에 식물의 즙 지시약을 이용하였다 현재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는 지의류 리트머스이끼 에서 얻어지는 자색의 용액을 소량의 염화수소 또는 암모니아( )

등을 적신 후 건조해서 만든 시험지이다 이것은 용액이 산성인가 염기성인가를 판별하는데 이.



용되고 있다.

산 염기 적정에서 지시약에 의한 종말점 검출2)

적정과정은 년 에서 의해 처음 중화반응에서 파생되었다 년에는1658 J. R. Glauber . 1729 C.

가 여러 가지 산의 세기를 예측하기도 하였는데 지시약으로 사용되었다고 보는 견L. Geoffroy

해는 조금 더 후의 일이다 년 가 마침내 식물의 즙을 이용하여 적정과정. 1767 William Lewis

의 종말점을 표시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이후 백년동안 화학자들은 산 염기 적정에 자연의.

식물의 즙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화학자들은 자연적인 지시약은 색 변화가 뚜렷하지 못하고 지.

시용액이 잘 맞지 않는다고 불평하였다 그래서 이후에 이러한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한 많은.

제안들이 나왔으나 신통치 않았다.

인조 지시약3)

세기의 반세기 동안에 유기화학은 광대한 발전을 하였다 이러한 성장은 많은 인조물질들19 .

이 쏟아져 나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가운데 많은 생산물들이 지시약으로써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처음으로 가장 성공적이고 유용한 인조 지시약은 년 에 의해 개발된 페. 1877 E. Luck

놀프탈레인이었다 다음 해에 에 의해 메틸오렌지가 발견되었고 년까지 무려. G. Lunge , 1893

개의 인조 지시약이 개발되었다는 보고가 있다 지시약의 수가 많아질수록 종말점에서 그들14 .

의 차이는 더욱 뚜렷해졌고 따라서 이러한 발전이 지시약 이론으로 발전시키게 되었다 지시약.

에 관한 새롭고 중요한 부분은 색 변화를 이용한 의 결정이었다 년에 와pH . 1903-4 P.Szily

이 처음으로 소개한 이후 지시약과 완충용액을 이용한 많은 방법들이 소개되었H.Friedenthal

다 년에 와 가 소개한 메틸레드가 널리 사용되었다 년에. 1908 E. Rupp R. Loose . 1914

와 가 소개한 술폰프탈레인은 넓은 색 변화 때문에 를 결정하는데H.A.Lubs W. M. Clark pH

적합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