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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먹는 음료수들의 색이 변할 수 있다니 물도 색이 변할까 우리가 마시는 음료수! ?

속에는 많은 이온들이 들어 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음료수 속에 녹아 있는 이온의 종.

류와 수가 다르고 이에 따라 음료수의 지시약에 따른 색의 변화는 다양하다 음료수 속에.

서 일어나는 다양하고도 신비한 색의 변화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 보자.

이런걸 알게 되요

우리가 마시는 다양한 음료수가 산성 음료인지 염기성 음료인지를 알 수 있다 음료수 속에 녹아 있는 수소.

이온의 수에 따라 값이 달라지며 이에 따른 지시약의 색의 변화를 이해하고 음료수의 색의 변화와 비교하pH

여 보면서 음료수의 산성도를 알아 볼 수 있다.

이런 게 필요해요

홈판 플라스틱 스포이드 용액 지시약 만능지시약 페놀프탈레인 티몰블루 티96 . . pH 1 12 . ( , , BTB, ,∼

몰프탈레인 메틸레드 메틸오렌지 액성을 조사할 여러 가지 음료수 사이다 오렌지주스 위장약, , ). ( , , ,

증류수 레몬즙 주방용세제 락스 이온음료 커피 장미꽃 양배추 거름종이 종이타월, , , , , ). . . . .

따라 와 왜 안와~

미터 만들기1. pH

홈판을 준비한다96 .①

칸의 가로줄에 에서 까지의 용액을12 pH 1 12 1② ∼

방울씩 떨어뜨린다2 .

칸의 세로줄에 각기 다른 지시약 용액을 방8 1 2③ ∼

울씩 떨어 뜨린다.

값의 변화에 따른 색의 변화를 관찰한다pH .④

음료수의 값 알아보기2. pH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음료수를 준비한다.①
미리 액성을 예측해 본다.②

홈판을 준비하고 가로줄에 를 알아보고 싶은96 pH③

용액들을 방울 씩 떨어뜨린다1 2 .∼

여러 종류의 지시약을 떨어뜨린 후 색깔 변화를④

관찰하여 그 용액의 를 알아낸다pH .



천연지시약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료 간단하게 찾기3.

거름종이를 준비한다.①
천연지시약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물질 색소를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식물 을 거름종이에 문질( )②

러 색소를 추출한다.

음료수를 떨어뜨려 색의 변화를 본다.③

생각 모으기

아래의 표에 여러 가지 물질의 예상 액성 산성 중성 염기성 을 기록한 다음 앞에서 만든1. ( , , ) , pH

미터의 색깔을 이용하여 다음 각 용액의 값을 기록하여 보세요pH

음료수

결과
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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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락스 식초 비눗물

위장약

겔포스( )
레몬즙

이온음료
포카리또는(
게토레이)

커피 증류수

액성

값pH

란 무엇일까요2. pH ?

음료수 마다 값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3. pH ?

값에 따라 색이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4. pH ?

그래 바로 이거야, !

와 지시약에 따른 음료수의 색 변화* pH

란 용액의 산성이나 염기성의 세기를 비교하기 위해 사용하는 값으로 수소이온농pH

도지수라고 부르며 용액 속에 들어있는 수소이온의 수에 따라 달라지며 pH=-log[H+]

와 같은 식으로 구한다 이러한 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지시약을 이용하는 방법과. pH

미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지시약이란 약한 산 또는 약한 염기로서 용액의 산성pH .

또는 염기성에서 다른 색을 나타내는 용액을 말한다 이러한 지시약의 색이 변하는. pH

값의 범위 변색범위 는 지시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 .

여러 가지 지시약의 변색* pH

지시약 변색 pH 색의 변화
메틸오렌지(Methyl Orange) 3.1 4.4∼ 빨강 노랑--->

메틸레드(Methyl Red) 4.2 6.3∼ 빨강 노랑--->
페놀프탈레인(Phenol Phthalein) 8.3 10.0∼ 무색 빨강--->

브롬티몰블루(Brom Thymol Blue) 6.2 7.6∼ 노랑 파랑--->
티몰블루(Thymol Blue) 1.2 2.8∼ 빨강 노랑--->

티몰프탈레인(Thymol Phthalein) 9.3 10.5∼ 무색 파랑--->
브로모크레졸그린(Bromo Cresol Green) 3.8 5.4∼ 노랑 파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