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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실험 개요

1.1. 실험 목적

• 온도에 따른 물의 증기압을 실험으로 측정한다.

• 측정 결과를 이용하여 물의 증발 엔탈피를 구한다.

1.2. 이론적 배경

• 증기압

증기가 고체 또는 액체와 동적 평형 상태에 있을 때 증기의 압력을 의미한다. 포화증기압, 증기 장력

이라고도 한다. 증기압은 어떠한 액체의 증발속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실온 상태에서 증기압이 매우

높은 액체상태의 물질은 휘발성을 갖는 물질이라고 표현되기도 한다. 증기압은 같은 물질이라도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더욱 커진다.

• 증발 엔탈피

증발에따른엔탈피변화.정압에서의증발열또는기화열과같고,그물질의기체상태와액체상태의엔탈피

차를 나타낸다.

liquid � vap

Keq = Pvap

ln
Pvap

p◦
=

∆Hvap

RT
+ C

(Pvap : 증기압, p◦ : 표준 압력, ∆Hvap : 액체의 증발 엔탈피, R : 기체 상수, T : 절대 온도, C : 상수)

– 증발 엔탈피 식의 유도

∆G◦ = −RT lnK라는 식과 깁스 자유 에너지의 정의 G = H − TS로부터 ∆G◦ = ∆H◦ − T∆S◦임을

알 수 있다.

위의 두 식을 연결하면, lnK = −∆H◦

RT + ∆S◦

R 이 된다. 물이 증발하는 경우 H2O(l) −−→←−− H2O(g)이고

열역학평형상수 K =
PH2O

p◦ 이다. 이평형상수 K를대입하여다시정리하면다음의식을얻을수있다.

ln
P

p◦
= −(∆H◦/RT ) + ∆S◦/R −−→ ln

Pvap

p◦
= −∆Hvap

RT
+ C

• 유체 정지 압력

자유 수면 아래에 정지해 있는 작은 정육면체 모양의 물을 생각해 보면, 정육면체 위의 물의 무게는 정육면

체의 압력에 의해 평형을 이루어야 한다. 무한히 작은 정육면체를 생각하면, 이 무게, 즉 유체 정지압력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P = ρ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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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유체 정지 압력, ρ : 물의 밀도, g : 중력 가속도, h : 정육면체에서 자유 수면까지의 높이)

일반적으로 유체의 밀도는 온도의 함수이고, 압축성 유체의 경우에는 압력의 함수가 된다.

1.3. 유의 사항

• 눈금 실린더를 수직으로 하여 눈금을 읽는다. 또한, 한 명의 실험자가 일관된 기준으로 눈금을 읽는다.

• 실린더 내부의 공기 온도가 비커 내 물의 온도와 일치한다는 것을 전제할 수 있도록 눈금 실린더가 항상

물에 잠겨 있도록 한다.

• 온도변화에시간이많이소요되므로집중한다. 온도를낮출때에는얼음을, 높일때에는물을넣어온도를

빠르게 변화시키면 실험을 더 빨리 진행할 수 있지만 눈금 실린더 내의 공기와 물이 온도 평형을 이루어

같은 온도임을 가정하는 실험이므로 측정 온도 근처 부근에서는 자연히 온도가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다.

II. 기구 및 시약

2.1. 실험 기구

기압계, 2000 ml 비커, 10 ml 눈금 실린더, 온도계, 가열판, 30 cm 자

• 가열판

가열판의 온도가 높아져도 겉으로 보이기에 큰 차이가 없어 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온도 차

때문에 비커가 깨질 수 있으므로 찬 물이 든 비커를 뜨거워진 가열판에 바로 가열하지 않도록 한다.

• 기압계

기압계를 실험 전에 미리 켜 두어야 한다.

굳이 쓸 필요 없긴 한데 일단 두 개 이상의 예시가 필요해서 넣음

2.2. 실험 시약

물

• 물

호흡기에 다량 노출 시 폐가 치명적으로 손상되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사실 별로 안 위험한데 일단 예시가 필요해서 넣음

III. 실험 과정

3.1. 물의 증기압 측정

① 기압계에서 실험실의 대기압을 읽어 기록한다.

② 2000 ml 비커를 물로 채운다.

③ 10 ml 눈금 실린더에 10 ml 눈금까지 물을 채운 후 손가락으로 막은 상태에서 신속히 비커 안에 뒤집어

세운다. 이때 눈금 실린더가 수직으로 안정되게 고정되도록 하고, 뒤집어 세웠을 때 공기 부분의 눈금이

4 ml 정도가 되어야 한다.

④ 눈금 실린더가 물에 완전히 잠기도록 비커에 물을 보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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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비커 안에 온도계를 설치하고 가열판을 이용하여 80 ◦C까지 가열한다.

⑥ 온도가 올라가면 가열판을 제거하고 80 ◦C부터 5 ◦C 간격으로 온도와 실린더의 수위를 읽고 기록하되,

공기 부분이 실린더 눈금 밖으로 벗어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⑦ 온도가 50 ◦C 아래로 떨어지면 얼음을 집어넣어 5 ◦C 아래가 될 때까지 온도를 신속히 떨어뜨린다. 이

과정에서 눈금 실린더의 눈금은 측정하지 않는다.

⑧ 상온에 방치하면서 5 ◦C 부터 5 ◦C 간격으로 온도와 실린더의 수위를 읽고 기록한다.

⑨ 실험 데이터로 실험 보고서에 절대 온도에 따른 수면 눈금을 표로 작성한다.

⑩ 5 ◦C 의 증기압은 무시하고, 측정한 실린더의 부피는 모두 공기로만 채워져 있다고 가정하여 각 온도에서

의 공기압 Pair를 구한다.

Pair =
Pair, 5 ◦C · Vair, 5 ◦C

Vair(T )× 278.15 K
× T

⑪ 각 온도에서 얻어진 Pair를 이용하여 분압 법칙으로부터 Pvap를 구한다.

Pvap = Ptot − Pair

(Ptot : 측정한 대기압)

⑫ 각 온도에서의 lnPvap를 구하고 lnPvap 대
1
T 그래프를 그린다.

그림 1. 실험 장치 모식도

IV. 실험 결과

4.1. 물의 증기압 측정

측정한 대기압은 다음과 같다.

• 대기압(kPa) : 101.757

측정한 온도에 따른 눈금 실린더의 눈금, 그리고 실험 과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계산한 증기압을 1에 나타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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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C) 눈금(mm) 증기압(atm)

80.0 10.00 0.4954

75.0 8.22 0.394

70.0 7.15 0.313

65.0 6.41 0.244

60.0 6.00 0.204

55.0 5.61 0.161

50.0 5.31 0.127

20.0 4.31 0.0243

15.0 4.21 0.0181

10.0 4.12 0.0140

5.0 3.99 ≈ 0

표 1. 온도에 따른 눈금 실린더의 눈금과 그를 통해 계산한 증기압 표

절대 온도의 역수와 증기압의 자연로그 값을 이용하여 그린 그래프는 2와 같다.

y = −5086.9x + 13.667 

R² = 0.9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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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절대 온도의 역수와 증기압의 자연로그 값의 그래프

선형 추세선의 식은 y = −5086.9x+ 13.667이다. 실험을 할 때 눈금 실린더 안의 수면은 비커의 수면보다

낮은 위치에 있다. 따라서 압력을 구할 때에는 이를 보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면과 비커의 높이 차를 이용,

P = ρgh식을 이용하여 수압을 더해 주어야 눈금 실린더 내의 기체 압력을 알 수 있다. 실험 과정에서 얼음,

물 등을 넣거나 빼어 비커의 수면 높이가 달라지므로 측정 시마다 높이 차를 측정하였다. 온도에 따른 높이

차와 이를 고려하여 다시 구한 증기압을 2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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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C) 눈금(mm) 증기압(atm)

80.0 10.50 0.4878

75.0 9.20 0.387

70.0 8.05 0.307

65.0 7.54 0.238

60.0 7.09 0.199

55.0 6.89 0.156

50.0 6.94 0.121

20.0 5.43 0.0193

15.0 5.39 0.0131

10.0 5.31 0.00914

5.0 5.20 ≈ 0

표 2. 온도에 따른 수면과의 높이 차와 이로 보정한 증기압 표

절대 온도의 역수와 보정한 증기압의 자연로그 값을 이용하여 그린 그래프는 3과 같다.

y = −5668.3x + 15.355 

R² = 0.9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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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절대 온도의 역수와 보정한 증기압의 자연로그 값의 그래프

보정 값을 이용한 선형 추세선의 식은 y = −5668.3x+ 15.355이다.

V. 관찰 및 토의

5.1. 수압 보정

실험을 할 때 눈금 실린더 안의 수면은 비커의 수면보다 낮은 위치에 있다. 따라서 압력을 구할 때에는

이를 보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면과 비커의 높이 차는 5 cm - 10 cm 정도였고 이를 보정하면 약 0.005 atm

- 0.01 atm 정도의 오차를 나타내게 된다. 높은 온도에서는 이러한 오차가 크지 않겠지만 낮은 온도에서는 이

정도의 오차가 계산한 증기압의 수 십 퍼센트나 된다. 실제로 위 실험 결과에서 구한 증기압과 그 추세선의

식은 상당한 차이를 보였음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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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메니스커스 보정

실험에서 눈금을 읽을 때, 메니스커스의 아래 눈금을 읽으면 그 윗부분에도 물이 있기 때문에 실제 부피보

다 더 큰 값으로 읽게 된다. 따라서 일정 값을 기체 부피에서 빼 주어 메니스커스 보정을 해 주어야 한다. 본

실험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눈금을 메니스커스의 눈금 중앙으로 읽어 정확한 부피에 최대한 가까운

값을 사용하려 하였다.

5.3. 실험에서 순수한 공기의 분압을 구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용한 가정

• 5 ◦C에서 물의 증기압은 0이다.

실험 결과를 산출할 때 5 ◦C에서 물의 증기압을 0으로 가정하고 계산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5 ◦C의 증기압

은 약 0.0086 atm이고, 이 때문의 저온의 값들은 실제 증기압보다 더 큰 값으로 구해져 증발 엔탈피를 더

작게 만든다.

• 공기는 이상 기체와 유사한 성질을 지닌다(이상 기체처럼 행동한다). 기본적인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

PV = nRT를 쓰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가정을 하여야 하며, 이는 타당한 가정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 증발 엔탈피와 증발 엔트로피는 온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

실제 물의 증발 엔탈피는 끓는점인 100 ◦C에서는 약 41 kJ ·mol−1이지만 0 ◦C에서는 약 45 kJ ·mol−1이

다.[2] 따라서 낮은 온도에서의 실험 자료는 그만큼 계산한 증발 엔탈피 값을 크게 할 것이다.

5.4. 물의 증발 엔탈피

문헌의 물의 증발 엔탈피 값은 40.66 kJ ·mol−1이다. [2]

실험을 통해 그린 그래프의 추세선 식은 y = −5668.3x+ 15.355이었다. x의 계수를 −a라 한다면 lnPvap =

−∆Hvap

RT + C 식에서 ∆Hvap = aR로 증발 엔탈피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통해 계산한 물의 증발

엔탈피는 다음과 같다.

• 물의 증발 엔탈피(kJ ·mol−1) : 47.1

5.4.1. 저온에서의 측정값

실험을 진행할 때, 낮은 온도에서는 부피의 변화량도 적고, 이에 따라 측정도 그만큼 어려워지게 된다.

0.1 ml 남짓 변하는 변화를 정확하게 관찰하지 못한다면 그만큼 실험 결과에는 큰 오차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예를 들어, 이번 실험 데이터에서 10 ◦C의 부피를 4.12 ml가 아닌 4.13 ml로 측정했다면 추세선 그래프의 계

수는 각각 -5086.9, -5668.3에서 -4984.2, -5504.0으로 변한다. 따라서 저온에서의 값을 신뢰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고, 10 ◦C에서 20 ◦C까지의 값을 무시한 채로 온도의 역수와 보정한 증기압의 자연로그 값의 그래프를

다시 그린 그래프는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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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 -5230.1x + 14.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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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10 ◦C에서 20 ◦C까지의 값을 무시하여 그린
절대 온도의 역수와 보정한 증기압의 자연로그 값의 그래프

추세선의 계수는 -5230.1이 되었고, 이를 이용하여 다시 구한 물의 증발 엔탈피는 다음과 같다.

• 물의 증발 엔탈피(kJ ·mol−1) : 43.5

5.5. 물의 정상 끓는점

lnPvap = −∆Hvap

RT + C 식을 이용, 기울기를 y 절편으로 나누어 주면 물의 끓는점을 구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물의 끓는점은 다음과 같다.

• 물의 끓는점(◦C) : 99

이는 이론적 끓는점인 100 ◦C와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이는 ∆H와 ∆S를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값을 구했

는데 실제로는 온도에 따라 그 값이 변하므로 오차가 발생했을 것이다.

VI. 결론 및 제언

증기압 측정에서, 저온의 경우 부피 변화가 크지 않아 작은 측정 오차도 결과 값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최저온측정값을 0으로가정하는것역시도큰오차를만들어낸다. 따라서,여러온도에서증기압을측정하여

증발 엔탈피와 정상 끓는점을 결정할 때에는 증기압 변화가 큰 높은 온도에서 실험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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