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igure 15-3 Titration curve for 
25.00 mL of 0.1000 M maleic acid, 
H2M, titrated with 0.1000 M NaOH. 

Figure 15-3 is the titration curve for 
0.1000 M maleic acid generated as 
shown in Example 15-9. Two end 
points are apparent, either of which 
could in principle be used as a 
measure of the concentration of the 
acid. The second end point is more 
satisfactory, however, because the 
pH change is more pronounced than 
in the first. 



• 세 종류 polyprotic acid의 적정곡선 

•두 산의 해리도(Ka1, Ka2)가 충분히 다를 경우 
first equivalence point의 end point를 잘 관찰
할 수 있음 

• Oxalic acid의 Ka1/Ka2 = 약 1000 임(curve B) 
→ first equivalence point에 해당하는 변곡점 
관찰 → but, pH 변화량이 너무 작음 → 지시약으
로 당량점 의 정확한 위치를 찾기가 힘 듬 → 
second end point로 정확한 oxalic acid의 농도 
결정 가능 

• Curve A: triprotic phosphoric acid의 이론적 
적정곡선→ Ka1/Ka2, Ka2/Ka3 > 105 →두 개의 뚜
렷한 end point 관찰  

• Ka3 = 4.5ⅹ10-13 →세번째 end point는 관찰되
지 않음 

• Curve C: H2SO4 → 완전히 해리되는 1개의 
proton과 상대적으로 큰 해리상수(Ka2=1.02 
ⅹ10-2)를 가지는 proton → 두 산의 세기가 비슷
함 → 1개의 end point를 가짐 

• 일반적으로 두 해리상수의 비가 104보다 크면 
각각의 end point는 실제 사용가능 

→ 두 해리상수의 비가 104보다 작으면 first 
equivalence point에서 pH change가 만족스럽
지 못함  







15F  Titration Curves for Polyfunctional Bases 

적정곡선 (pH 계산)  

Initial point: 첫 번째 평형만 고려(Kb1 사용) 

1st equivalent range 이전: CO3
2-/HCO3

- 완충용액  

1st equivalent point: HCO3
- 만 존재 

2nd equivalent range 이전: HCO3
-/H2CO3 완충용액  

2nd equivalent point: H2CO3 만 존재 

2nd equivalent point 이후: 첨가된 excess [H+]  



15G  Titration Curves for Amphiprotic Species 









15H  The Composition of Solutions of a Polyprotic Acid as a 
Function of 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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