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化學結슴의 二皿슬性 

PaalingCTbe Nature of the Cbemksl Bond, 
P. 175) 이 提唱한 바엑 依하민 化學错合와 

二重結合性 H 는 타음과 갈다。

R=£h—(Ri-RD X -g言.-

여거지 R은實際외 化學給合«를表示하

R„ Rw든 各各 그■ 緒合이 呻찬 箪一緒 

合，二重蒲合인 T 외 距離를 表示반다。고러 

르로 R 및 史서는 各各 單一*合 및 二重 

桔合을 하있을 T 의 C와。외 共磴合半徑을 

합处 것이다。二•리그" 日은 Resorcinol외 C—O 
結合距噸Branch and Calvin, The Theory of 
Organis Chemistry CPteitice-HallX PJLO9

C1MD3 L36죠엑 가자을 것으至 상각하고 

猛笠틀 그日로 重다。이리碰 近似計算액 依 

하먼 h=O.U이다” 파락서 Tkn<d 類외 C—O 
緒合엑依하이 尊有카 傳建되는 比率은。・55로 

号각횐다。

eno tt a
(1) Hsd 類 或 Amine 類외 酸化反應■? 

3®段을 발아서 일 H 단다고 假定하였다。

C 2 ) 置换基외 編馨엑 팁!한 李외 理論을 蝕 

서 峻一E두亳 計算단 翠果는 實驗値와 滿足 

臻만한 一致튤 호인다。

C3) 이 計剪엑세 Phenol類의 C-。甘含이 

二重結合性울 카저九 있음울充慮하였다。

CfXmHCSr fUtfMt) C4282- 1°-】0受理)

「텅스텐」冶金에 關한 硏究

金

序譌

厂헝스련」외 冶金은 酸化-以& 唳料르 

하여 適當한 遗元側를 高溫 F애 서 作버시커 粉 

衣狀態의 金36「텅스탠」으로 하는 方法을 採用 

界고 있고 其他 電解式도, 있으나 이는 아적 

工業 的實施에 까지 이르지 夂•하고 있다。純捽한 

金寄■텅스텐-을 얻는 方法은 今日네 있어서는 

水素迳元法이 笫一適合하다。著者는 此法예 闢 

하여 純粹하고 均一한 後粉狀産의「헝스렌 J울 

벋 는 가장 適正한 條件을 發見코저하여 實驗 

하였다。

此報吿애 서 는1'텅스탬」酸 H,W°r톨 高温에 

서 直接還元하여「텅스탠」酸의 脫水와 三酸化 

「텅스랜」WQ의 還元을 同時에 實嚴함으로W 

「헝스턴」외 眈水工程을 畧하고 도 一R 最燒된 

三酸化「텅스렌心보다 一脣活性化될 三酸化「텅 

스텐」을 還元시키고저 하는 意国下에서 여러 

가지 比較實験한 바를 報吿하고저 한다

此實驗實施에 있어저 下記書箱을 琴等로 하 

気다,

在 元

Colin J. SmitbeUf: Tungrten (1936)

HHKK方法

使用반 試料는「헝스랜*외 黄色微粉末이타 

洵외 統度는 化隼分折誤差範圍內애서 純品 

이라고 君做할수 있으며 實底時와 같으' 方法 

으M. 110(,이 一時間乾燥하여 8001예서 --時 

間加藝後의 J眈水減룤은 7-52% 인티「렁스텐」 

酸이 三酸化■팅스탠」으로 뢸T 의 坦論的脫水 

減롤은 ;의方이 니 031%의 揮發的不純分이 

있다고도 볻수 있으나 三酸时텅스탠_j이 800' 
C 엑서 一荘分解하여 低發燹化物이 되 느티 因 

한 重긏波少도 있을 것이다- 如何間本實驗에 

서 는 鬆對的純蟀환 金靈럼스史 얻을려 는 

것이 R的이 아니므로 桂少귤의 不純分仔在는 

이를 鮭視하거，生 하日다。

實穀方法은''다음外 겉■다 至裝赤에서 發소 

괴는 好反斯는 充分花水하여 電氣嫂內에 導 

入하工 水素瓦斯量은 途中 迁£酸板을 通過時 

윗 知泡敦르서 穗定하였다 薰勰애는 通近開 
&前約二時間 水素瓦斯룰 通함으로써 爐百 긔 

空菽틀 完全:; :二连하었다 使罚試籽는 恒常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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案. 이 며 還元時間은 全部一時間으로 限定하 

気다 高溫計의 溫度指示는 可及的正確함을 期 

하였으나 標準될 正確한 高溫計를 求得치못한 

것긔• 또 冷接85을 두지아니 하였으므로 ±10’ 
C외 誤差는 있을것으로 思料한다。

實驗蒲果
試料「텅스랜』胶을 UO'C 엑서 一時間乾燥한 

後 40師乃至&XTC액서 水素沮元시킨 結果는 第 

一表와 같다 이桔果애서 보는바와 같이「텅스 

렌-;酸이 三酸化「텅스텐_2으로 될때의, 理論的重 

堇滅少率은 匚끠务인 리 400‘<?옉 서 迳元한 때 의 

車量彼少率이 =32%이니 400P 以下의 温度에 

서 遊元이 始作되는 것을 알수 있으며 따라서 

「텅스텐酸_1의 脫水와.滬元이 重複될 可能性이 

있는 겆이다。
第一表

교허리g*，,취每書水 素■버
（cq） 色彩

400 7 포2% 0.99 靑事色

10.75 • 洩*色

15.67 V 紫揭色

19^4 • 浚福色1
f-Z£\ OjU 2335 « 黑福色

海 25-16 . 眾沃色

8。。 25^7 在로色

本實驗牯果와對照하거 IS하여「텅스련」酸을 

«ooc 에서 脫水하여 三酸化「텅스린.으로한後 

이를 各溫度에서 還元하니 其結果는 第二表와 

같다 이洁果틀볼T 逹元速度가「텅스텐 울울直 

接還元할때에比하여 遲々함올알수있다 그러다 

i量元溫度가 SOOP에 이르러서 는 오히려 三酸化 

「텅스랜’의 逹元이 容易한 結果가되는테 이는 

间0（’內5牛의溫度애서는三酸化;텅스텐:이水素氣 

流中이아니라도 벌찍分解羞始作하는 까.랅이다。

弟二表（&赋（?股水）

'悉터唳 （"C： 重量洼步率〈 %）：每种 量 <，«）

400 0.00 0.99
54JO 3.62
550 5.80 .
6<X) 7.52 ff

n.50 9.32 ■
700 13.32
750 18.61 9

800 20.13
900 20.59 V

以上結果를琴照하고 도 工蕖的으点 三酸化 

「텅스텐」의 遑元이 7OO'CS處애서 實施괴는것 

임으로 各建皿에 서 最燒한 試料 （三酸化「텅 

스 헨」）를 ：00'C 에 서 還元하気는비 其結果는 第 

三表와 같다 卽 艰燒溫麽외 高低에 따라 同一 

한 試料를 同一한 條件下书서 還元하드라도 

重훀读少'率예 相菖한 差異가 있는것을 알수S1 
으며 •一82的으로 高溫最燒일수흑 其後외 遺尤 

이 容易하나 이는 또한 試料粉末度외 成長이 

라는 逆效果를 가져을 憂耄도 있논것 이다。

笫三表（7000遠元）

e*auECc）m減少率（％）；毎務水*量《辑.）

400 3.42 0.99
500 10^4 9

600 12.1B r
700 15 9

5，

以上給果专「그러工」호 表示하P 藁一•歐斗 

깉다 时텅스랜j酸璋元時외 重랄蛾少率은 이 

것을 三酸化「텅스題」외 遗元으로 换算하여 Jt 
核에 便刊하게하였다。

° H:wO4®e 
<3 4arce*w<w

5(xrc

l0O

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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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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以上과같은 條件下엑서 逾元하였다할지라도 

「텅스텐 最과 三酸化T导스톈」의 還元엑 躡하 

여는 爐內의 水蒸気分壓과 水素亙斯分壓優 폳 

異가 顯著할것 이므로 그의，影暮율 보거富하여 

各溫度애 서 脫水한 •試料를■'每秒水棄星!£蠕 

를 通하면 서 700'C 예사 .. 還元卦였_휴龄:凑鑑l 

果는 第四表와 같다 도• 脫水溫度와:-:還3逐掘E* 
를 700°C 로하여 通하는 水素量을 疝다&栗 

는 第耳表와 같다。

第四Jg (700G還元)

脱水醍度“C. :重置減少辄％，每秒;木素毒*。

400 1 18.62 1.65

500 I 19.5S •

600 1 20.04 V

7G0 ! 20.11 •

啊、
j 20.26 ■

'900 j 2J-75 V

第五表(河0C脫水及還元)

! 重量減少率(電) I 每秒水素휴

7.37 0.066
18.62 ! 0.3.3

20.14 : 3.30

考察
<

Smithe山 에依하껀 WO.；가 金蓦「텅스탠」까 

지이르는 途中에 WQ”及WO*가는 中間生咬 

物의 階程을 밟는타하며 또 岡타其他사람들흔 

WQ：,의 存在를 말하고 일다 WQu는 堇地 

이고 WOt 는褐色가라하는톄 迳元되는 途中 

에 이러안 色转와 또 各色의 混合色이 다타 

나는것으로보아서 WC>3 가두r 까지자는테 있어 

서 各中間生成物과의 푸衡이 成立되는것은 確 

實하다。卽

压WOl wo^+h.o ⑴

4WOS + H2*=^WtOn + IL。 C2)
WQu + 3H2*=^4WO2 + 3JI2O (3)
WO3 + 2HJ*=^W + 2II±O (4)

이 러 찬 平衡이 成立되는 各温度와 分整环외

關係는 ChaudEn 에依하현 다옴과 같다

2468

,b 817 cm
1哈 Kl——T—+Q・88

IcgE・=-+0-845

<S 1溶

.여기서 적야로. WQq의 生成溫匿 w K 가r 
적은 範風內에서는 相當하 얕을것이다• 例를 

들면成樗 Ki=-04 卽^^=15金U일빡는 妙 

O'C未滿溫度에 서 (2)式이. 成立된다 h헌티 이 

러注 溫度에서「텅스탠」•酸이아즉 脫水過程• 

에 51으면 眈水와 還元이 同時에 일어나므 

로써 還元이 一層容易하게릘젓을 豫測할수 있 

다 이 豫测은 實驗結果와 一致하였으며 第 

一圖예서 二률 明白히 -看取할수있다 卽全魅 

的으로 보아서「텅스련最의 直接逾元時1가 -* 

目煨燒한 三酸化「헝스렌」의 還无에 比하여 的 

100V 以上의 低温에서 벌써 同等단 重量诚少 

率에 逹하고 있다 特히 €00°C와 7O0C의 範團 

內애서 二■의 影響이 크다。

다음에 瑕燒溫度의 高低에 依한 影礬은 第 

一圖에서 보는바와-같이 农跄註度가 얕을수 

륵 오히려 重量读少率이 적은 結果로 되어있 

다 이것은 우리의羊期한 바와는 相反외는 結 

果인이 二에 關란 金明은 本實驕結果만으르 

서 는 明白히 '할수가 없다 第一罔에서 700°C와 

800C에燉불한 試料의 重量滅少關係가 例外的. 

으로"反對現象으로. 되어있는태 이는 實驗時의 

高溫;汁읫 不正確에 起因된 것으로 生覺한다 & 

燒溫度가 800C틀 超過하민 焜提단 試料의 重 

童 滅少率 기 「렁스렌」酸直接還元時에 比하여 

■ 立게되근디 二 理由는 다음과 같다 卽三酸化 

「헝스탠」은 大體로 ；00'C까지는 其組成에 變 

化가 없으나 SOO"!' 以上이되면 空氣中애서 分 

解를 始作하여 一部 i豈元이 되 어 있는것 이다 二 

러므로 800C 以上溫度에 서 還元시 키 면 分解 

와 還元>】 併行하게뫼고 따라서 還元이 容易 

하게된다 二러나 實地애 있어서 800'C 以上이 

라는 高溫還元으로서는 微枚子를 얻 지 못하므 

로 實施할수없으니 還元이 容易하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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實用價値가 없을것이라。

다음에 (2)(3)〈4)式에 서 更는바와 갈이 平 

衡溫度는 爐內의 水蒸氣壓과 水素瓦斯壓의 it 
에 依하여 決定되:: 것이며 水葢氣익 分囈 

이적을수록 效果的인 것은 勿論이다 卽 第三表 

와 第四表를 比較하먼 壇内에들어 가는 水素量 

이 駐秒 0.99c.e. 일 때괴 일때에 重알滅 

少率에 있 어서 實尺 ；乃至의 差異를 보이 

고있다 每秒의 水素量라는 量도 理論 

的.必要量에 比하면 6伯에 逹하고있는 것이니 

水素量과 重量減少卒間衬 闕係느 工業的見地 

에서 어떠한 適當간 抱I허가 律在한다는 것을 

알수있다 또 通하는 水素竜이 增加푈수륵 焜 

燒溫度이 高低에 起円되는 中롤減少率의 差異 

가 적어지는것올 第、去와 第四友에시 볼수있 

다,

鼠後로 席五表글 보던 以上의 結論을 더욱' 

明H하게 할수있다 卽 水素蛍이 增加되면 箪•量: 

诚少率은 眼著하게 増丿、하고있다 그러 나 水素 

瓦斯量이 每秒 0.33c.c・ 일 째 와 3；k-.c. 일때 의 重 

量減少率의 差는2%未滿인 리 0.066c.c. 일 때와 

O.33&C. 일 때 의 差는 10%를 超過하고 있다 第 

内表와 笫五表의 7WC 에서 脫水하고 遠元한 

結果에 있 어서 通한 水素景이 每秒 L65e.e. 오卜

, ■ .
&3ee외 爾例性카%府一하키 된것은 若干븨 

實驗誤羞는 있다唾차라% 注目할 事實이마

以上實驗結果쓔巻察에서 얻을수있는 結論 

은다음斗.샅다a

1＞厂헝스헨」酸외 水素還元이 棚緣冰환 巨 

酸化「렁스텐」의 還无보다• 一岛容再하다;'

2) 이렇게 還元이 容易한 程度는 使用水素 

暈이 적을수톡m■다&

3J 三酸化'텅스턘」온. 8O0C 以上이 되면 分 

解를 始作함으로 이러한 髙溫에서 水素還元을 

하면 結局不安定狀SS외 三酸化「텅스헨J 울一 

遗元케 되므로 還元이 容易한테 이와 같은 論 

法으로「텅스랜」酸의 脫水와 還元을 同時에함 

으M서 反應性을 고처하고 도한 生成된 金身 

「헝스탠」외 粒度륟 적거할수있을 것이다。

4) 水素瓦斯의 使用量이 많을수륵 還元速度 

가 바르케되는것은 勿論이나 過히 많아도 別 

效果가 없으므로 適當한 量的關係를 選擇할必 

要가 있다。

本實験의 一部는 尹相鎭氏가 擔當한 것이다 

玆에 深甚한 謝意를 表하는바이 다

、中央.匚業研究所 窯業科)(4282. 9. 30.受理)

세레늄을 利 用한 陶磁器用 赤色 彩色料에 關한 硏究

李 鍾

머 릿 말

案業用 彩色料中 기장 製造# 困難한 것으 

로 認定되어 왔으며 國內에서 이러한 彩色料 

외 生產이 없으므로 一兹的으로 잘 알려져있' 

는 세레늄•疏化카드미늄系統의 必料로서 SS菜 

用 特히 陶磁器用 粒上彩色料를 製造하는 條 

件을 究明코저 세 레늄•硫化카드미늉系統의 彩 

料 및 彩料와 台釉와의 關係에 對하여 基礎的 

賓盛을 한것이다。

硏究着手이 便宜上 세테늉赤色 釉上彩色料

根

와 台釉卽照劑틀 먼자 決定할 目的으로 雳先 

適當한 台袖틀 여러가지로 定하여 原料롤 調 

合하이• 이에 • 제 헤눙斗 磕化카드마늄을 蕃色前 

로 添加하여 培融한 다을 그 •生成된 유리의 

모色을 그대로 또는 600。에 再加熱하위 .檢 

討한 結果 珪酸 50, 표鉛華 10, 소-다灰 30, 
無水；明砂 10, 의 車量比로 調含하여 培堂!한 

유리質의 呈色이 가쟝 優秀하였으므로 이 調 

合에 依햐여-熔融한 윤리質을 本硏究외 台袖 

로 決定한것이다。~

이와같기하여 存為를 決定한 다음 本實驗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