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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파라핀과 황산에 대한 정색물시험 방법 및 시험이유
황산에 대한 정색물시험법은 검체 중에 들어 있는 미량의 불순물로서 황산에 의하여 쉽
게 착색되는 물질을 시험하는 방법이다.

유동파라핀 제조의 기본적인 방법과 황산정색시험은 ?
1. 유동파라핀의 제조
가. 유동파라핀의 제조에는 모든 과정에서 스테인레스강 또는 반응성이 없는 폴리비닐, 폴리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제조공정 설계가 필요하며, 강제 또는 고무호스 등을 사
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예를 들면, 3차 증류수를 강제 용기에 담았을 경우 더 이상의 증류수가 될 수 없다. 이
유는 3차 증류수에 철 등의 미네랄성분이 증류수에 녹아 들어가기 때문이다.
2. 황산정색시험을 실시하는 이유
가. 탄소화합물 중에 알칸을 제외한 알켄, 알킨 등에 결합되어 있는 미량의 불순물의 함량을
알아내기 위한 시험이다.
나. 즉, 탄소원자가 다른 수소원소 4개와 모두 결합 한 포화 탄화수소 알칸(CnH2n+2)이외에
불포화 탄화수소화합물{알켄(CnH2n), 알킨(CnH2n-2(단 n＞2)}에 -CHO, -CO, -COO,
-COOH, -HCOOH, -NH, -N, -O 기타 등의 유기물의 결합 및 황, 철, 구리 등의
무기물이 첨가반응으로 결합되어 있는 미량 불순물 및 알칸의 치환반응으로 생성된 미량
불순물의 함량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이다.
다. 유동파라핀에서는 정제도 및 순물질의 순도를 알아내기 위한 방법이라고도 할 수가 있으
나, 탄화수소화합물의 정제도는 아닐린점을 측정한다. 아닐린점이 높을수록 정제도가 높
다 라고 할 수가 있다. 대부분의 경우 순수한 유동파라핀은 아닐린점이 120이상으로 나
타난다.
3. 황산정색시험과 탄화수소화합물
가. 먼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탄소화합물의 정의이다. 탄소는 4개까지 다른 원소들과
결합할 수 있다. 탄소화합물은 탄소, 수소를 포함하며 그밖에 황, 질소, 산소 등이 결합
되어있다. 탄소와 수소는 꼭 포함하고 있어야 탄소화합물이다.
나. 원유의 분별 증류에 대해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분별증류는 끓는점 차이에 따라서 분리
하는 것을 의미한다. 위에서부터 끓는점이 낮은 것이 분별증류 된다. 즉, 석유가스→ 나
프타→ 가솔린→ 등유→ 경유→ 중유 등의 순서이다.
다. 크래킹과 리포밍의 정의를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크래킹은 큰 분자를 고온으로 가열하
여 작은 분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리포밍은 사슬모양의 탄화수소를 고리모양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크래킹과 리포밍은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리포밍으로 휘발유(가솔린)를
만든다는 것은 알아야 한다.
라. 탄화수소의 분류 : 포화탄화수소와 불포화 탄화수소
(1) 포화탄화수소 : 탄소가 4개의 다른 원소들과 결합해서 더 이상 결합할 수 없는 탄화수
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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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포화 탄화수소 : 불포화 탄화수소는 이와 반대로 4개가 다 채워지지 않고 2개, 3개
만 채워져서 다른 원소가 더 붙을 수 있는 탄화수소를 의미한다.
(3) 고리모양탄화수소화 사슬모양 탄화수소 : 쉽게 고리는 도형(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육
각형)을 이루는 것이고 사슬모양은 일자로 되어있는 탄화수소이다.
4. 알칸, 알켄, 알킨의 정의
가. 알칸
탄소원자가 다른 원소와 4개 모두 결합 한 것이다. 즉, 포화 탄화수소이다. 이름 끝에
-안 이 붙고 탄소 원자수가 증가함에 따라 녹는점, 끓는점이 증가한다. 결합각은 109.5도
이고, 치환반응을 한다. (치환반응이란 탄화수소에 붙어있는 수소가 다른 원소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나. 알켄
불포화 탄화수소이다. 알켄은 탄소와 탄소사이에 이중결합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두개
의 탄소가 손 4개가 있는데 한개는 탄소 둘이서 잡고 남은 손이 3개씩 있는데, 두 손은 다
른 원소와 잡으면 각각 한손씩 남는다. 또 다시 탄소끼리 결합한다. 그렇게 되면, 탄소와 탄
소사이에는 두 손이 두 손끼리 잡고 있는 모양이 된다. 하지만 다른 원소 2개가 와서 손을
잡으려고 하면, 두 손 중에 하나씩만 떼서 다른 원소와 잡으면 포화탄화수소가 되는 것이다.
이것을 첨가반응이라고 한다. 그 중, 에텐은 에탄올을 진한 황산을 넣고 160~170℃로 가열
하면 얻어진다. 에텐인지 에탄인지 구별하는 문제는 브롬수를 넣어서 탈색이 되는지 보는 것
다. 브롬수는 갈색이다. 에텐의 경우 이중결합 중 한 결합이 끊어지면서 브롬과 손을 잡아서
브롬수 색이 투명해진다.
다. 알킨
탄소와 탄소사이에 삼중결합이 존재한다. 알켄과 비슷한 원리이다. 그중에서 에틴은 결
합각이 180도이고, 칼슘카바이드에 물을 가하면 얻어진다. 이것 또한 불포화 탄화수소여서
브롬수를 탈색시킨다. 에텐은 에틸렌이라고도 불리고, 에틴은 아세틸렌이라고도 불린다. 그리
고 이중에서 에텐, 에틴의 제법과 브롬수 탈색반응이 특히 중요하다.
5. 탄화수소 유도체는 각각 물질의 성질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라. 알코올: -OH기(히드록시기)가 붙어 있다. 비전해질이고 중성이며 수소결합을 한다. 알코
올의 반응이 중요하다.
(1) 1차 알콜 ─산화→ 알데히드(-CHO) ─산화→카르복시산(-COOH)
(2) 2차알콜 ─산화→ 케톤(-CO-)
(3)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에스테르화 반응이다. 에스테르화 반응은 알코올과 카르복시산
둘이 반응하여 에스테르가 생성되는 반응으로서 꼭 진한 황산을 넣어서 물을 빼주어야
한다. 반대로 에스테르에 물을 넣으면 알코올과 카르복시산으로 나뉘는데 이것은 가수
분해라고 합니다. → 이 반응에서 탄소수를 맞추고, 어떤 알코올과 어떤 카르복시산이
반응하면 어떤 에스테르가 나오는지 등을 알고 있어야 한다.
마. 에테르(-O-) : 에테르는 에탈올을 130~140℃로 가열하면 나오고, 휘발성 마취성, 인화
성이 큰 액체라는 것을 알아두어야 한다.
바. 알데히드(-CHO ): 가장 중요한 점은 환원성이다. 은거울 반응이나 펠링 반응을 하는 것
이 환원성과 관련 있다.
사. 케톤(-CO-) : 향기가 있는 무색의 액체로 아세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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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카르복시산(-COOH) : 약한 산성이며 알코올과 반응하여 에스테르화 반응을 한다. 이
중에서 포름산(HCOOH)이 중요한데 이것은 알데히드와 카르복시산을 모두 가지고 있어
서 둘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다.
자. 에스테르(-COO-) : 알코올과 카르복시산의 반응으로 나타나며, 가수분해 할 수 있고,
향기를 가지고 있어서 청량음료나 사탕 등에 사용된다.
6. 방향족 화합물은 모두 벤젠고리를 기본으로 한다. 벤젠고리란 탄소가 6개가 고리모양 탄화
수소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탄소와 탄소사이에는 이론적으로는 단일 결합과 이중결합을 하
나씩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너무 빠르게 둘이 바뀌어서 1.5중 결합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가. 벤젠(C6H6) : 평면 육각형이고 치환반응을 한다.
나. 페놀(C6H5OH) : 벤젠에 수소원자 하나가 히드록시기(-OH)로 치환된 것이다. 물에 약
간 녹아 산성이며, 염화철 수용액과 반응하여 보라색을 나타나는 정색반응을 하여 페놀
을 검출 할 수 있다.
다. 방향족 카르복시산
(1) 벤조산 : 벤젠에 수소하나가 카르복시산(-COOH)로 치환된 것으로, 알코올과 에스테
르화 반응을 하고 살균력이 있다.
(2) 살리실산 : 수소 두개가 각각 카르복시산과 히드록시기로 치환된 것으로 아스피린의
주 원료이다. → 살리실산에 아세트산을 반응시키면 아스피린이 만들어진다. 아스피린
의 반응공정은 중요하다.
라. 아닐린(C6H5NH2) : 수소원자 하나가 아미노기(-NH2)로 치환된 것으로 탄소화합물 중
유일하게 염기성이다. 그래서 물에는 잘 녹지 않고 염산에 잘 녹는다. 염산에 녹은 아닐
린을 염산아닐린이라고 한다. → 탄소화합물 부분은 실생활에 사용되는 예가 중요하다.
예. 벤조산은 살균제에, 살리실산은 아스피린, 아닐린은 의약품이나 염료에 사용된다.

황산에 대한 정색물 시험 방법
시험 규정이 따로 없는 한 일반적인 시험은 다음과 같이 시험을 실시한다.
1. 황산은 94.5~95.5%의 것을 사용 한다.
2. 미리 네슬러관을 황산에 대한 정색물용 황산으로 잘 씻는다.
3. 검체가 고체일 때에는 네슬러관에 황산에 대한 정색물용 황산 5 mL를 넣고 검체를 가루로
하여 원료각조에서 규정하는 양을 소량씩 넣고 유리막대로 저어서 완전히 녹인다.
4. 검체가 액체일 때는 원료각조에서 규정하는 양을 취하여 네슬러관에 넣고 황산에 대한 정
색물용황산 5 mL를 넣고 흔들어 섞는다.
5. 이때 발열하여 온도가 상승하는 것은 식히고 온도의 영향이 있는 검체에 대해서는 표준온
도로 유지하여 15 분간 방치한 다음 액을 백색의 배경을 써서 네슬러관에 넣은 원료각조에
서 규정하는 색의 비교액과 옆에서 관찰하여 비색한다.
6. 검체를 황산과 가열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검체 및 황산을 네슬러관에 넣고 규정에 따라
가열 한 다음 비색한다.
7. 탄화수소화합물의 경우 대부분 KS M 2160에 규정된 황산정색시험 방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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