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油脂化學의 最近進步

中央工柔 E 所所류 安 東 鮭

油脂化學* 工學의 最近 十數年間進步룰;臀 . 

述합이 本編의 目的이나 槪括的解詮은 이미 

發戋한바도 있으므로 여기서는 主로 具體的案 

項 標記에 힘 셨다。

cA3油脂化舉

CI】硏究法

試魚硏究法은 으•즈음 若干 體系的方式이 確 

立된 感이 있다。=■러나 一般片學進步엑 따르 

는 新方法이 널 리 有很하처 活用되꼬 았o음? 

더 말할것없다。다음예 멏가지 重要한것울 紹

介하고자한다,
( 1)不蠡化物連績抽出装置 稀石鹼液에

酒眼 加한後 攪H하며 EM로 連气빼쩌 

時間循環)하먼 不鹼化物의 %彩를 뽑을수있는 

베 從來의 分液濾吏用보다 傕置하고 乳化物 

生成으로 因한 困難이 없다。抽出液은 稀Alkali 
洗憑을 要한다。(TP Hilditch; The Cbem. 
(hiEitution of natural Fats, 2ud Ed. 194，. !,•

466—467)
(2) 高度不飽和酸의 分謚 混合酸의 ‘% 

Aeemne溶液을: 加溫하며 4N.NQH로(指示藥 

은 Phenulphthalenej 滴定단뒤에 Bwhner渡* 

르 渡過註다。(終零의 Acetone 濃變느 駁密히 

g% 迁하고, 洗:條G 95%Ast“ne。一呈 한다。) 

Rgth&id鼓嚥은 셔液에 들어，！•므로 分銀할 

수시고 伝容鹽 은 鉛廉法 J로- 飽和酸가 不飽和 

酸。-로 나-논나' (Hilditch, t e. P- 471 ; J- S.

C. I. 61, 169, 1942)
(3) 脂肪酸의 分別結晶法 石油 Ether(B. 

p 57 —Aeet ；ue Meihanol 을 溶劑로。】，여 

+7”…为C 에 冷以分離扑느 方法인 네 脂肪 

酸相if間溶解性°1 相'冨'한 文障이되므로 于先

二噸法으로 대강 分離한것에 適用함이 롷다O 

Z이는 诚壓分溜에 서도 亦然)。이方法은 裝置와 

時間으로보아 不便하나 热，又는 薬品으로 因 

한 構造變化의 念散가 切으므로 이 方面 硏究 

j. 興味가 있다。(Broron ; Cherii. Review. 29 

333, 1941: J. Biol. Cbem 151, 427, 1943)
(4) 分湛 鈴唾法 其他로 대강 分•雌한거 

을 Methylester-化하외 0.1-0.2mm 減唾分潛 한 

다。耆通 이以上減囈은 좋지않으며, Neri" 分 

「律애는 分子蒸溜法이 活用되고있다。(Hieknmn 
Science in progress, yale univ. press. Vol. 4 에 

高度眞空 F의 油脂分溜에 關한 綜說이 있음)。 

装置로는 普通 Willstaetter Flask .金 足하지만 

微暈分析애는 分溜管을 電熱하； 裝置가一 好 

使用되고있는베 普通法에 서 試料 '23埋은 喽흐 

에 比하여 微量法에 서 는 据으로 硏究를 進行 

할수있다。(Norris et al, J. Biol- Cliem, 139 
199, 1941 ; 147, 273, 1943)

( 5 ) 混合 glyceride 의 分差 Acetone 溶液 

에서의 分別結晶法이 主로 發连되고 있으며 

(Hilditch J. S. C. I. 60, 258,1941 ; 61，如斗 

1942 ; Bjarnason, ibid, 63, 61, 1944)酸化法 

(Hilditch, J. C. S. 1927 3106),水素添加法 

(Atherton, J. C. S. 1941, 527)도 더욱 飾 

하게 活用되고있丈 同挨列分離에 Chr。燮togi* 

ph、•應用은 漸次 有力化하고있다。

(6) 分孑搆造 現在 分光測定法이 가장

優勢이다。Carbonyl二重桔含은 特異한 吸收分 

光譜를 表示하며 不飽和酸의 二重結合은 그位 

置에 該當하 特異値를 가젔으므로 構造硏究 

근 도음이 된다。飽和酸의 波長 2网一2555 A 
紫升線에 對한 吸收係數는 分了의 길이애 無 

/響인 것 이 알러 저있고 (Ramart-Lucas ; (为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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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 rend, 190, 1196) 波長 2144-2600 A 의 

吸收線은 低分了•酸範園內에 시 済 鎖長増加에 따 

라 赤色方向으로 變桜한디•, CBurr <t Miller ; 
Chern. Review. 29, 419, 1H1) 共崑二 成結 合은 

顯苫하 吸物隔이 變動을 준다、(Bradley, Ind. 
Eng. Cbem. 32, 963, 1940 : MitehHI, ibid. Anal 
Ed. 15, 1. 1943) 不飽和酸誘専償긔 特 ；노人:定 

에 는 Raman 及 赤아•線分光法이 '仔制한데 二更 

粘合의 特微的인 Raman 波数는 1(枷~3(刖 

cnL로서 袒吝는 Tran哩에 서 顯著하고 後# 

는 Gs 型에 H 强化된다。分广의 길이를 测定 

함에 도 Raman spectra 는 有効하다。(Delaby 
ft al, Com pt rend 205, 609, 1937 ; Gredy, Bull 
See chimE5〕4, 415, 1937; Me euteheon, Oil 
& Soap. 18, 9, 1941 ; Kolilrausch, Ber, 66B, 1 ; 
Z. physik. Chem, 21 B, 242,1933), 二밖에 X線 

表面張力, 粘度, 比熱等이 分了•의 Dimentig, 
Cunstmction Configuration 決定에 和J用됨은 

더 말할것없으나 大要는 別項으로 미 룬다。

(；) 數字의取扱 現在 化學分野에서의 數 

字取扱은 算術平均을 使用함에 不過한테 이 에 

胃한 枇判 A 今 日 化學及化隼工學界에 큰 衝 

擊을 주고있다，統計數學외 最近岐果를 活川 

함a르써 高度의 精密性을 期할수気는 同時에 

實驗自體와 工 結果의 論理的 批判의 必要性 

은 매우 重大한 問題이다, 이 忘却되었던 分 

野의 探索은 美化學生產経管分野에서 提起되 

어 統計數學者의 協助下에 急速간 發展을 보 

' 이고있어 旣往發戋된 Data의 再檢討, 實驗法 

의 檢討 生產工程, 特히 그計測問題의 檢討零 

매우- 廣範한 事業이다。CAnalyt. ('hem. 1947 
Dee & 194& Dec ?Sympliosiutn on Statistical 
Method in Analyt. ehem), 油脂化學關係에 있 

어시는 아직 이方法에 依한 檢討가 적-d나 前 

揭論文中에 若干 取扱되 어 있고 從束의 數式的 

取扱으로는 Charnley (Can, Biol.- Fish. 1934, 
8, No.版 509 : J, I i >1 BJ. Can. 2, ( 3 ), 285, 
1936) 의 業績이 있다。

CIO脂肪酸

(1 丿 新種類 이 方而에 可 怂記芝 * 3 믹-：

적다。1940年까지의 天然脂的酸發兄業結은 整 

建단 表를 外山*:之f 作伯 H T.化 ”4n.別 

講演) 했台 테, 이 去 尤 劉：勇되 ：非 은 全部 削 

除하였 d므로 瀉明 하 기 ::。”；• 仆便 란 少도 많 

다，，于 七 范如哝에，E »>-Valfric a< iJ '1 否盅 

金 z? II. 시 I w；d도 : "欠的

苗企에 下過짐 은 磴實하나 問題;: 炭素數:18以 

上에 있디"'('.< 의 LMimreric aeid와 Carnaubic 
Mid 오]•의 異同 은■ 아직도 疑問中예 있는것이며 

Go 의 Nonaileeaib.ic Avid는 結核歯, 窟菌예 서 

分眾되 었고 CAnderson. J. Biol. Chem. 85, 77, 
S9, 599 ; 97,(>17 ; Spielman, ibid 106, 87) 
G・ 以上의 Lacceroic (CSi) pyllic or, (ero- 
m니K应 (C.2), Geddic (C：d Ccloplastic CCM) 
等과 Gm C：了,(X；의 高分「量酸도 報吿되 

었으나 아직 確定的은 아니다。油酸系列애서 

는 多數의 異性體의 事在가 可能하므로 좀 供 

尊하다。이系列中 天然에있는 第一低級의酸은 

薄荷碑에 있 는 數種의 Ifexenoic acid이 다◎ 0산卜 

noic acid는 아직 木發見이다。C私의 Ximenic 
acid 든 Ximenia oil脂肪酸 中 에 고5%含有되 어 있 

는비 그構造는 Acid CH3 ・

• CH-CH - (CH^.s • COOH 이 다。

(Puntambekar & Krishna, J. Indian Chem. Sm', 

14, 으6& 1937 ； B-jekpnoo^en. Fette; u, Spu'p, 

새6, 717, 1939), 또 Xijnenia oil 속에 는 으I - 
Triacontenic Acid ( H- • (CH2\ • CH 
(CH£& • COOH 의 佇在도 萩苫되어있다, 

Lhwlic Acid 系 列에 서 는 S-rbie Acid (2. 4 
Ilexadienoic Acid CTr.；*CI[ - €'H*Cf{ = CH» 
COOH) 의 苗任琮 磴實禪되고이더-。Linolenic

弄"*에서 上 立閃化，哄이 먜} 興味글 끌고. 

있 다? ( Kauinmnii. r, Seifen, 70, Oil：；,

加:;7 ; 69, 흐时6, 1936 : Eilis, Auah-t.

61, 시* 1936 ； Bickfvixt J. A. C. S. 59,
1시:【7 ； Kans & Burr 山id. 61, 3292, 

19：；9)蔼度 仁崖和酸의 硏究，아직두 매우 旺 

遂란니 二興味의 屮心匸 %为 化甲的인 거이다' 

(스丿 剧點現象 际刘"니 物广的 壮係偌咒 

는 汕 隋 '기白谜 可- 니 라 3# 打宇# 灼 W 土學 膠 

貝學上找昧」•心、—.WJs"】K 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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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s 사‘ Ch<w. 19,旳 一般的二모든 ° 斗 啦 

定金비 f禺數發에인어서는 分子외 길이가 B 型 

。| <t理史다 5—9 3 길고 結晶을 稍子板間에 저 

壓津하연 生成하 M T型은 (喝 以上에 느 이꾀 

7依다。丿 B보다兰 3-4A 길다。(Piper，Rm.

财，158A, 691, 193； ; 128A, 
2U, 1 翊 : J. A. C. S. 61, 577, 1939이禺數酸 

a型을 얻으려면 坊融物이 意泠，又는 極性이 

€• 濬■劑［容液dM부더 結晶시 키 면 된다o 奇數®® 

이 <r型온 매-： 不安定하여 急速히 8型으로 * 

하며 (그밖에 6쾨도 있다。) 分子길이 ? 差느 

偶數酸오양으로 甚하지않고 平均 L6A程度이 

다。如何間 이런 모든性質은 結局，脂肪酸分 

了溝造에 因란것이다。 .

_胶鏡狀體에 있•어서 炭素原了間距鳏 'HA • 
그 Zig形외 四面邮角 109 2이，따라서 隔 

炭素原了距庠 2.54A은公認되 것 이머 그밖의 螺 

琥型構造(Lee & Van Rysselberge, J. phys. 

Chem. 33, 1534, 1929)提案은 却力化하저믓하 

고있다。Zigzag型長鑽分子•의 奇數炭素散이 偶 

數炭素酸보-다 低融券 인 說明은 數種共徉 P°ly' 
morph. 等요 更서 는 不可能하고 脂肪酸單晶 “分 

子의 COOH面共有 에 있어서 奇數酸과 偶數酸 

이 Carboxvl：^ Orientation 의 相異도 考慮되나 

(Garner, J.('•语，881) 그 結合角과 鎭 

의 傾斜(Tilting)를 考慮할 必要가 있다。(MA 
kiu, Nature, 127, 126, 1931) 이 境遇에 垂直 

刑은 分了가 길어지고 또 偶數는 길고 그影111 

［은 COOH 로부러 이 距離가 클수록 줄어든

方:而에 a 诲匕기그이다' 字서 W”끼"金

외 첫!■殳階인 敏.點에서드 악午 進步되었다。레 

油脂脂肪酸은 通則으르 蹄없는 直鎖狀構 

造임은 X線廻：忻法二로 證明된바인 티 •그 同族 

列 에项 어서 飽和一SI基酸쇠 战點은 坂素數네 

뗘라 融點起伏이있어 偶數酸이 勺보다 炭素敏 

가 많은 奇数酸보다 融黠이 높工 이兩者의 融 

點差와 또 僵数 又는 奇數鮫어리 외 融琴差는 

炭素數坦加에따라 滅少한바° 지금 炭素數틀 11 

結晶熱을 Q，固化뢰;을 T 라하면 다음 關係가 

岐立된다。(Ralston. Fatly «id3 & their Dem.

194-?, P 326)
偶数酸 Q=1.030n—3.G1.
' Q；F =O.00265n—0.00-13

奇数酸 Q=0.9651 n「"9,
Q；T =p.002505n —0-0071

이 헌 融磐 의 起伏性은 弱히 K마 Alcohols 
Para仙w“Methyl ketg■에 서도 볼수있고 脂肪 

酸 Methvl ester, Hnhalkanes,Nitrlies에 저 느 이 

것이 强하게나타나며 二鹽基酸에서는 至極히 

顯著하나 (Meyer, J. A. C. S. 55, 1574, 19、>.>. 

Fairweather, phi. Mag.⑺，L 944> 192C, ；. 
Normand.J；C.S. 1926,2632 脂肪酸Ethyleg 
에 서는 消滅된다。그■러나 沸聲에는 이런 性賞

없는我르 여기에.二 原因을 結晶의 空間構 

造에 求함은 當然한일이다。Mueller 에 依하면 

( J. C. S. 123, 31 部，2()43, 1923' 鲍和的丿酸긔 

宇間構造는 平均 D< C4.10A) xD；; (3.7<IA) 이 

底面을 共通으로하여 二鏡侦이 길어짐에 따라 

Lh 이 길어지는레 嘏令("。이면 1入.= 23.2’ 
■('“이면 I)t = 3S.7A C*면 I)i = 4”成이고 이 

關係는 -炭素數가 다른 AW"과 Ester 를 만 

들어 보아도 아무런 羌가 없디，1俱5年 Garner 
(J. c. S. 127, 72。)는 固體酸이 分了-容의 起 

伏性울 硏究하여 單位 Cell 외 斷血我 S = MV/ 

6.06D X 10 “ (A )' 의 式울 얻 었 는 테 MV 논 

分子容, D는 分于의 질이이다。다움은—脂肪酸 

의 p&vmcrphgm으로서, a- 伙 T. 의 二鹿이 丄 

어 -% 定間矯造가 다르다。(5hh, Fatty Mid 

and long chain Comp<ls, in An浦 Bep.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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侵斜角(GC)蹈噂戛•計算)

侷數酸｛; 'C.r 勺广｝/

(« c,
奇»醸h R' .vny

(T D 52,S9/

Paraffin {• A 
B

애}“ 

7Z48
£lhy] ester A smt

B 64%&・27*3b
石・ 5广
鼓性石龄 A 9广

Alcohol A 90"

B
Mono- ft■ A

glyceridels B 5*T

上表애서 町 卽 鏡가 垂直形인 것은 融魏起 

伏性이 언으나 傾斜된것은 모다 이 現象을 보 

이고있다。이런생각으로 많은 硏究吾 發表되 

었으머 二塩基酸에 51어서는, 奇數酸기■ 偶数 

酸間 에 D, 룬아니 라 IM 1冬1), 가 모다 다모다。「 

双極了-能率과 起伏性외 關係애 辺한여■도 암은 

研究가 있으나 이解明애는 重要性을[둔史허캍 

지않다。要컨비 J旨肪酸의 融볼5온 炭素數如 

에 따라 增加하고 偶奇炭素數에 依한 起次은 

Terminal group 存在面에 對한 傾斜鏡의 存在 

에 起因되는젖으로 直鎂가 主面에 對하여 璽 

由:인 化合物온 이性貫이없고 培融點全體는 收 

锹性을 띠우고있다。이收歛性은 二塩尊酸애서 

는 顯著하고 二極限은 C»「"C기 다。收歛性의 

理論的根據는 무엇인가 ? Timmermans는 일 

즉이 1914,年, 有機化合物融點의 收歛現象을 

扌旨摘(Bull. Sx?. Chim. Belg. 28, 392) 하고 傾 

斜型에 H어 서 結晶熱及 Entropy增加는 大體로 

近(以하고 그角度差의 影響은 後少 한것 으로 空 

間講造이 結果루보아 例數酸은 全鎖가 級密환 

데 比하여 奇数酸은 辣密 交代인까 닭에 後者 의 

融5。】 얕다는것이다。(培融酸과 結晶酸의 比 

熱을 測定比較하면 後者카 작은메 이 는 固體 

가 液體보다 緻密橋造임을 表示하는것 이다), 

侷肪酸의 培融現象은 特性基와 直鎖에 因한것 

으루 特性基는 그結鼠熱及 Entropy가 負値 卽 

液化容易한것인바, 그影響力은 G 까지 波及되 

나, n■以上온 Methylene 基의 影響이 커지는비 

Methylene 茫 의 養鰹的，性質은 鑽長이 길면 傾斜 

가 艮•해지:a 따라서 分了•이 Distorsion이 많아 

져 結局 極限性章 띠우는 섰 이,다。끝으로 混合 

酸의 融하現歐인 베 固溶體'polymorphism 形成 

等으로 大端愎靜하여 아직 論理的解明애 이료 

죄못하고 있다。

(：门 溶解度 脂肪酸의 溶解性硏:實도 理鏡 

上 때우 興味있는것이다° 溶劑에 因한 會含은 

非極性捲劑에서 顯著하고 鑽長C”에서 頂比에 

일으는것같다。(Francois, Compt. reud. 193, 
.I00& 1931 ; Jfeisenheitner, Ann, 523, 299, 
19：；G ; Dunken, Z. phys, Chein. 45B, 2<*1, 
1938 ; Matavulj, Bull, Soc. Chiu, my. Yougoslov, 
10, ->3, 49. 1939 ； Ixissetre, Chem. Review 20, 
259, 1937 ； Chaplin, J. C. S. 1937, 1114, 
Au were, Z. phys, (3iem. 23, +49 ； Ber. 701i, 
96% 1937) Hildebr皿d. (Trans. Far. Soc. 33, 
144» 1937 : J. A. €L&[5% 794,卩937)- Gu- 
ggenbeim 等은 Van der waala 式에 依한 黑 力 

學的方法을 使用하고 統計數學을 活用하여 理 

設的考察을 有하였다。이액依하면 R»ult法則 

은 同一한 Size와 Field에서만 簡單.한 統計的 

考察에서 成立되는것이고 有機溶劑에 對하겨, 

液體酸은 大槪느 任意混合이 可能하고 奇數酸 

은 偶數酸보다 溶解度가 크고 (卽，起伏性存在) 

混合酸의 溶解性은 各純洋酸更다 그다。

(4) 液噸의 構造 融站近傍液體酸이 X 
線儉生에 依하면 結晶構造를 가지고 있음을 

알수있는테 Mormw애 依하면 分千는 縱軸配 

列로서 WarrenCphya. Rev.〔2〕30, 232, 193：3) 
은 液體面에 對하여 直立形임을 指摘하였다。 

沸點은 前述한바와같이 起优性이 없다。

(5) 箪分子膜 油脂應用 卜. 重要한 現象의 

하나로 많은 硏究가있다, 이現象은 于先 表简 

P= 乂口 
I)-<T

M :分于 랄 

r :表面張力 

D :液體密度 

*1 :蒸氣密度 

P : Parachor

快力-。-号一 부터 考察할바로서 

最近業結中 重要란것은 Pa- 
rachorfiM ( P. SugUon； Parachor 
& Vnlencx\ f>)nJon, 19-30) 

다、箪分了膜現象데 氣體論을 

適剤함은 周知의 事貴로서 

Harkins 의 綜說 ((Iwm. R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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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8, 1941)은 好資料이다, 分了•狀態를 気 

卸気에察이 시」度의 重要也 匸 熟知된바로 脂肪 

酸及 二誘導傩애 野잔 料廣現邸建는 여러問 

曲릏悬心고 있 는매“ 一绑真，毋尊rie acid 의 

話唇證袖t毬度巷 L4I로k：姆酸密度보다 

30著 즌태 ' 이는 落液內?旨肪曉이■죄渺익 近似한 

:을: 表示하는것이다。CHoilihan. J. phys. Chem. 
46. 685, 194?、Harkine 는 脂肪酸痍坪 粘度關 

係式을 誘導하있다。. hgn시。瓯、+1애. OKV.- 
- 廉霆 n 謨表面*뷰以・ Boltzmann當數 k
極性基외 强度와 廁犊及■位置를 變換참으로. 

부터 =■ 單分子膜現象에 對한 影響 乃至 分了-構 

造의 變吵専은 多大 한 理論的 興味를 머운同 

時예 應用工業上 亟要한因了•가 되고있다。

C6) 反應性 詳論할 겨를이 어으나 著者 

로서 将히 興味률 느끼는컷 몇가지만 摘記 

함예 그치고저란다。不飽和酸酸化얘 依한 水 

酸化酸의 立體異性體生成은 아직로 究明할 餘 

地가많다o Hilditeb 는 (J. C・ S. 204, 1942) 
Alkali 가 異性化롤 일으킨다는 見解인 티 事實 

Dioxystearic acid 의 立體異性體互變은 定量的 

으로 可能한故로 CKing. J. C. S. 1788, 1942’ 
過量 Alkali 외存在는 oxid。酸加水反應時 Elai- 
din化를 일으키는것이다o 選擇水素添加反應예 

있어서는 多少의 異論이 있으나 COOH基에가 

까운 二車結合이 먼저 飽和된다고 성각되는티, 

Van tier veen(Cl)em. Umschau 38, 89,1931)은 

이예 反驾하여 反應中 二重結合位置移動을 主 

張하고있다。二重結 含의 添加反應은 그밖에도 

興味는 點기많다，沃素添加以應은 可逆反座 

、며 二濕空에 無關이나 二車結合习 位貿에따 

라 添加量 ； 變诳다c 또 3 ■'； 2 不通和酸臭室添 

加에 있어 对는 二、活代化 "er貧 가 各々 24.4.
及 31.5kE【,n" l将이、')容卜 디 容易하다。 

(Sun, J. Chine-e.( Ivm. > ' '■ 4, 1. 193叹共幌 

二重結©의 臭素仁^窘 &

-CH = CII -<
+ Bii - CHBr- CH =('H -CHBr— 

，도 者慮할 餘地가 남아잇나 : 다 ｝은 卡匏和酸 

내 對한 IIydruh：iL>genati，m 긴 더】, HaL，gen 이 

어느 쪽■에 結合할 可能性°】 많旦냐하늑 問題

느. 8。年間이 話題인바 最近자지는 電了•移動 

說가 極性彰靈說기 對立되어 前■普자 優勢이 

便可어으나 溶劑斗 過酸化物存在이 影譬等도 

詮部을 亢全$1 解i*지 못하고 있느 形便이다. 

(Markownikoff, Arm 153, 256, 1870 ; Cuy, 
J. A. C. S. 42, 503, 1920 ; Lucas, ibid 
2475, 1924 ; Karaach, ibid 55, 246& 1933 : 

漆県義之，日化・13・331, 1938 ; Kauftnwm. 
Fette u. Seifen, 47. 103, 1940 :端宏卽，日 

工化, 39, 469, 193G)° Dehalogenation 애서도 
이問"는 다른角度로 取扱되그있다，同分了 內 

Deh^gemitig부 異分了-問縮合•反應은 勿諭 나 

누어 생각한것이 다。Haloaeid와 H〔S 와의 反 

應生成物은 工菓上興味가있다。CKaliseher, U.
S. P. 1,851,102, (1傩)；1,949，837(1934)〕。 

또 硫酸添加反應은 대우 煩雜한것으로 工業的 

見地로 서 느 Schoenfeld 의 精密 한 著述이 았•오미 • 

近年注目할것은 各瘻 縮含生成物이다°

CI3 肪驕酸 효>地
(1)Esterification Hinsbdwood(J. C. S. 

587, 1935)외 觸媒反應方程式은 다음긔■ 갈은것

' C] 며 (HC1 觸媒 Esterification 反應은 外山修之 

日 東京工試银吿, 1933. 에도 홓은 Data가있 
다;* 硏究로 알려진 點은 °°°H 외 反應은

:虫华으 = KJHXKROH 广)+KYHXT 
dT

Hsl 脫去가 아니 고 OH 의 脫去이다• 1939年 

同氏는 饱和熒同峡列의 反應을 究明하있다。 

(J C. S. 593)3 卽 Arrherdus方程式을 基礎로 

K=PZ.e-%T K 는 分g애 따라 增加하머 

Methanol 反應에 서 는 PZ値는 钗長애 無编保 

이 다。(濬創 로(V%hemnol 使用時는 *理)• 

混合애 서는 各成分이 모다 反應엑 參境하타. 

(外山修之，日工化，37,通，19鈴)。

(2) 性曾 一價Akoholester배0어서 

訪欧分了、量增大에따라 그•甌뤄i斗 沸蠢이 느아 

섬은 勿編이나 同一脂肪酸에 있어서는 一般으 

& Alcohol 分T量增加에따라 融點은 低下하며' 

沸15은 若干不規則하나, 4끔, 脂肪酸环 同一 

炭素數에서 最低를 보이고있다。(Ruhof &. 
Reid. J. A. C. S.55, 3325, 1933)。Rter 기



에 치니 기 t. 硏宝디 고-이. 는러，B — 

臨加1• 의 傾斜角 名 64 이 며 EthflHtH 의 駛 

點起伏性喪失온 最初 透明型結晶生我後 이것 

미 轉磅하는까닭이라고 성각뢰고 Meihyh*比！' 

가髙融墊임은 複台分子結晶이 生成됨드오■서 

이다◎ (Mulkm. J. C. S. 27y6» 1931 : Van 
BHiit】블eu, Bull. Sue. Cftiru. Belg. 47, 64U, 193B) 
King 及 Gaz-nerCJ. C. S. 1449, 1934 :137% 1936) 
는 다음과 같은 三種의 融.或一般式을 誘導하

으0以下 Tm = —으壁9므土으으岂— 
四"「lm 0.0017%-i-0.01475 

20£1 J- Tm = —Q"니브二旦丝__
认上 0.001796n — U.W > 12

丁 = _0.S3S9h-5.58— 
Im==石晚*二血9订 

二塩基酸 Methyle^ter 의 削!聲은

n
偶數酸Bter

n

奇數酸Ester

였다,〉■고리고 

連徴性을 띠우고있어, 고脂跖酸과 判異함은 注 

目된다。

Triglyceride 의 Polymorphism 은 매우顯著하 

여 Tri-Stgin 의 三種結晶의 融賢은 a 가 

-C5.0 C, & -71.5, T 一54.5이고 0 為의妾定하 

며 s 1■는 融弟起伏•性이 없으나 8 型은 이것이 

顯著하다@ CBaUy, OU & Soap. 22, 10. 1945 ； 

Lutton, J. A. C. S. 67, 524> 1925 : ihhl, Cheru, 
Rev. 29, 355, 1941)-, Malkin 의 Tri项厂面底分 

了哩列 % 次圖와 같다: CJ. C. S. 664, 1934J 
混朝y 孟 ride 주占晶 

型애 封하여는 Mal
kin CJ. C・ S. 103, 
577, 1141, 1518, 
(1939) J, DaubertCJ,= 
A. C. S. 66, 289, ! 
690, 1507t (1944) ； \ 

68, 167, (1946) ; !
65, 2144 ; 67, 1256,
(1945)〕Stokes〔J. C. S. 577» 151%(19：；9)y후의 

研究가以다。二酸混合glyceride논 거의 對增鬻 

造(下圖)로서 T. a, 0\ 8,(m・ p. 順), 構造를 

가지므로 結周 四種의 異型이되며 B型어 安充 

하다。 r Tm 5-i

非当环構造세 1 돈 a. B、伊 r 스1 四쩌! 이 있고 

對莆儘迄에 1L 하 여 区熟 W 弋 다。 三酸 •?- 含 

glye品de 에 있 어 서 는 & 目 이 安定하다: Digly
ceride 는 複分子■후吉晶］ …一ou Ho—■_ J 이도I 
며 MuHy블虹3药血 도 婁分子結晶이 되 나 반드시 

對舸分子满造는 아나 다c 나丄mogly如r너e 에있어 

서 對發溝造分〒는 非對诺'溝造分了•보다 低斂 

點기고 溶解性도크다' 丞暖熱온. 對轉分「가 

0.3% 흠 큰데 一般q르 合成은 非호扌箱宿造가 

容易하고 合成 Mgoglyceride 가 微弱하나 光 

活性임온 注目할일히다°

C\D其他

(1) 脂跖酸如汀底 이 方面物理化學은今 

日 가장 難解의 一牝門으로서 于尤 그 髙触聲- 

과 易溶性슨 分了•會&을 拧J보케 한다C 以前에 

는 酸.kmide 의 二 퍼!，卽 Keto-fbrm R( ONI f4 
ERoI・FMmR.C=(NH)OI^l 單帰伟在가 豫想 

되었으나 現在 이는 力學的手衝을 일우고있는 

것으로 보고있다o 會；卜은 Alkyl 基增大에 따라 

顯 庁하다。透電恒数가 큰 물속에 서 Amide 의 

分了걽이 큼은 XemH-Thgi}3m 說에 雌L£하는 

바로서 會育•은 窒素의强力간 水素結合特性에 

있음이 指摘되었다n iH'inter. J. C. S. 1114, 
119：书兀 二리하며 ('나pEy(J. A- C. S. 60, 小丸6,

卜)는 Lii心r 心" 훌 若苴다연三나、【線

显.•造评尤結垠와 高痉弟-兌棠과 一女과지않으므 

로 環狀 polymer 를 提峯차여. 다。

R V c

项、卄。"'너-、甲*
H H

R
Liiiear poy iupf

Paur-ng Cliem. Phv^. 1,「•；，19：：：；'； ?- 
透叢乜W리松 尸七率이 끼들;에 小妇习很 

宿造*普a르 : 于肓 :i 색 긴다 :】 여 >

叡起型을 态:;하고 liiiiu..}ir«troxy 型苗在习 可



Cvclic Diin^r

能性이 적음울 主張하었다。*■터나 化學件 및 

赤外線 及紫아'線'及牧 沖ecmi 硏究 C Fieyiuaim, 
Bull. Sx-. Chim, G5), 4( 944, 19J7，)로보먼 -~!- 

Tautomerisin 又는 Enol-fortn •在그 明白하다. 

(Lassetre, 아电皿 Rev. 20, 259, 1937) 그리하 

여 Ralston (J. 어g. 애etp, 8, 473, 1943)은 

Cydie哩애 佩黛가 結会읜 折衷席造를 提案하 

었一七나, 锥證은 받지뭇하고■인다。飽和脂肪酸 

Ami农 여 木規則한 融聲現象온 그說明이힘드 

는레,(%近傍에 耳 極少値.들 形成하는 奇隅起伏 

性瓦고顼다, 溶解現象은 더욱 不規則하여 

合理的說明이 거의 不可能한狀態이다。

Avid Amide 익 置換體예허라여 도 많은 報 

女이 인다° Hvdroxv Aeid 와의 高分 "縮台館 

生成에 對하 여 는 Caruthers 후괴 硏■究 가 * 다° 

(Mark & Whitby, Collected Papers of Wallace 
H. Carothers on high polymeric Substances 
V„l.l N.Y. 1940) 酸 Amide 이分子•內魂位侦應 

도_ 輿味이는것이다。(Blatt, Chem, Rev. 12, 
킈5, 그밖베 験Amid。誘專體는 表面活

性劑二 工莱上蒐要하다 , 또 酸如荷血接芻分 

解에 依한 Nitrile 生成 反應도 細紀히 檢討디어 

있어 現在, 이方面工業슨 존 進步롤하고있다.

( 2 ) Alcohol 及. Ether 天然壹 Alcohol 은 

工業 匕 重要함는麟5 나 •［生的化學 匕豔洼느 

더많은 硏宛가 心哽하다，帯肪族 如兩向 이情 

造로보아 脂肪酸과 同一한 成因으로 生體內에

서 生成걸을알수있-*5■니，合■成方法으•호는 水素 

添加分解를利用한다。假令 M，Uyl1im，h%te를 

Na 및 Butan이 로還元하여 好收도:으도 1加加.、1 
Alcohol 울 얼을수있다。(但* 二重結 合位置變動 

이생김) 1톀媒를 使用하.는 接繼還元法은 工業 

的覩模로利用되고있는히 이에느 近年，多數의 

特許가있다° 시cohol 说水反應에依한 (기An 
生成온 熱分解時에 Aldehyde 쏴함 •서 生成되 는 

바로서 觸媒와 條件에따라 變化가존리「Alka 
nol(高級)脫水反應애 서 는 는 다음과같다。

Z^F = 15,100 —141011—25.6T.
#5媒는 AjOs 가 普通이다c Alcohol "ter其 

他 誘導體는 表面活性劑로 重耍하다。

Dialkylether 는 다음反應으호 裏造한수있 고 

KONa+R, X -> ROR' +NaX 
合成洗滌劑외 中間體가 된다。도 脂肪挨 

Alcohol 과 炭水化物과의 Ether 도 興味있 느 것 

이다。

(3) 其他 高級酸을 低級酸無水物环 加熟 

하면 高級酸低水物이뢴다。그밖에 珪酸 硼酸 

과외 無水也도 만들수있다。CHenekel. B. 卩. 

398,064.1933 : Lehninger, J. Biol. Chem. '62 
S料 1946) 이것을 觸媒이 混汴에 徐"히 

水索添切하면 重合無水:物이된 다, 酸無水物•으 

纖維 特히 醋酸人絹외 耐水斑里副이며 壬 이 

를 SiiMbnatien하먼 濕潤劑가된다。酸塩化物은 

各種 合成獎目中間物로 興味가있고，또 H血灼 

脂肪皎의 利用도 開拓되고있다。끝으로 3、及 

하여야할것은 비누인티 酸性비누 RCOOH. K 
COOM 예 我하여 는 Malkin 以後 Levi 의 硏'Ji 
가있고 結晶學及 膠質學關係로는 Me. Bain W 
下 많은 侷究家가있고 重金明비누애 關하녀도 

若干 研究되컸 다。

CB3油脂工・

油脂工學에 있어術의 Unit proem 논 어러合 

成製品狡展에 相伴하여 이우複雜태젔으나 여 

거서*■ 從來외 主要事項에 關하여 進步成果« 

程介하 n 자한다。

〔1)抽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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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原料 美國에叫는 1種捋櫟準认세 件、더 

여 棉實, 麻實, 大豆, 落花生奪은 規定等級에 

마라取引되는바로서 1例를 美國棉實製品協會 

現行决定法(Natig&l cottonseed products Ass, 
Rules governing Transcvotions between Members, 
1彈)온 타음과같다c

c—L、一 Quality Index X Quantity Index 
皿 100 亠 "*

Quantity Index = Oil content x 4
+ NCNH3로計上)Cuntent x 6 +5

(oil CGuteut 17%以上丿

or = • X 5 + NH3content x 6 — 12
(.17%以下)

Quality Index는 夾雜物 0.5 - 3% 水分 10—12第 

遊離酸 0.5-L8% 의것을 100으로하고 그 

差에따라加減함。'

(2) 停備處理 原料의 Rolling 効果에있어

含油細胞破壞部에對하여 若干의異論이 있는리 

何如間 그効果가 完全치못함은 勿論 豫想되는 

바이나 壓搾機를 使用하는뀌는 可及的 얇께 

Rolling할것이며 Expellor使用時는 _n리要緊치 

않으며 Extraction法에 는 實施치 않는다。(Bon- 
eher, Trans. Am. Inst. Chem. Eiigre. 38, 967, 
1942 ; Osburn, ibid, 40, 511, 1944) 다음은 

Cooking 問題인 비 그 目 的은 細胞膜內蛋白藤固 

오" 油分聚合及 固體面과 油分과의 視和力減浅 

에 었는바로서 後者에서 問趙되는것은 水分이 

役割이다。事實上 完全乾燥狀態에서는 採油量 

이 매우 낮은비 大豆 Expellor 에서 는 2—4 % 

棉實에서는 20 — 31% 水分이 推獎되어있 d 나 

(Goldovskii, Chem. Umschau, 43, 21, 57, 84, 
1936) 이 data 는 美國 에 서 採用 되 고 있 지 않 다。 

現在 壓搾工場標準作稟은 初水分12鬼 Caking 

後 8—9% 이다。(棉實에 서 외 Cookin? Temp. 

225—235°F 90分)，, 加巫Cooking은 近车 关函 

서 發展되고있다。(Morton, Meeh. Eng. 62, 
731, 1940 ; Leaby, Southern power & Ind 57, 
No. 10, 37, 1939) 蘇聯서는 Sk诅pin 法 (Mas. 
Zhir. Delo, 10, No.8, 4, 1934) 으로 50—10彩 

能奉增進을보고있다。卽 粉粹原料롤 虚底鍋애 

서 加水 分間 加熱하면 油分이 分聲滴下

하私叫 '，: 二'叫<] 5 &薛修

Companion pan 에 넣어 2—2.'-> .■& 水分：丧失後 

壓榨又는 柚出한다。抽出油는 Refining loss 가 

極히 적다한다。

(3) 抽出 水推不宣瀆璽搾機에關하여 Koo 
(Ind. Eng. Chem. 34, 342, i94二:는 다음 一般 

式을 提案하였다。

W = C\Vo/P §3 /Vz
Z : 大豆, 棉實에 서 ; */»

菜種，桐實，落花生％

胡麻，蕊麻子%

W : 採油量(乾燥試料에 꿔한 重量 %)

Wo :含油牢 0 :建揮時間

p:魅力 V:加壓温暖에서의 油의 遗动粘度

C : 原同에 依한 常叡大豆 0.0045 棉實 0.00535 

菜闔0.00583落花生0.0075胡麻0.00835 

桐實0.00907至麻子0.0)921

遠心壓搾法各 Palm 壓搾에 서 M 標準的方法 

인 티 Basket 型遠心機 를 使川 하고 一機의 Ca
pacity 는 約5001bs 이 다。溶刘抽出 에 對하여 는 

近日多教의硏究가 進擄괴고 있는테 抽出率 3 
內部的分戸擴散抵抗 (溶劑의) 에단렸고 固體表 

面에 서 의 液體嘆饪抗은 無視할程度이다。實地 

上 Diffusion rate 는 二階段 이 있 어 30劾까지 는 

破壌된細胞에서 먼저 抽出이 進行되어 =■擴散 

係數는 5x10-72" 이고 70名 까지 는 細咆膜 

을 通하셔 進行되는 것 으르서 二二 Apparent 
Coefficient 는 4x1(厂6이 다〉(.King, Tran. Am. 
Inst. Chem. I£ngr^ 40, 533, 1940) 溶劑抽出예 

對한 理論的考察尹 S사)。이ifeld 以來 若 F의 業 

績이 잇는r톄 Hildebrandt는 Flake thieknes- 
復909—;).0技 imh를 主張하고있 고 溶劑 及裝 我 

에 關하 겨 도 많은 進步가 일우어 定 다n

( 4 ) 精裂 Hydration 蓮麻 了-油其他 킈 

蛋白除去에 仃动하다o 2P> 불, 또는 Alkali 
液旦로 油濬切:蛋白를 加水分解沈:殿시키 는것 이 

다，, A；k房 精製及吸 斉脫:色法은- 細密한 標率이 

스커 되 었으겨 Am. Oil Ch리商s” and
Tentative nzho(k-19H) 裝置로는 連績式遠心 

分第法이 크게 發展되 었다o CChem. -Eng. 1948. 
& 工程詔介隔), NaOH 代身옉 N*CO§ 使用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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企 맥우 有利한것이며 ■外에 句、機塩岌使用法

。| ‘庁許■! 'V- Maltir- W <.>11 A- s>ap. 19, 83, 
1932 ； D. I Ashworth. lT 7 P 2,1 •?< ,882, 
1939) 溶劑精製法이 最近, 많3 興味를 끌고 

있는테, 이는 精製를 目的할뿐이아니라, •그成 

分을 分｝曜할수있고 따라서 原油외 用途를 擴 

大할수있는갓이 다。(Hixon, Trails. Am. I"st. 
Cl^m. Engrs, 38, 891, 1942) 酸性白土 又는 

活性求素吸着脫色法及 K2ClsO, 脫色法도 널 리 

活用되고있다。(白土處理中 微量의 共観二重 

結合脂肪酸의 生成이 紫外線吸收分党法에依하 

여 報吿되 었 다° Mitchel. J. A. C. S. 64, 988, 
1942) 吸着脫:色法의 理論的根底는 下記Freund- 
lich의 吸蓄式에 있는바로서 그恒數는 다음과 

_즈_ = KC“ 같은것으로 n이 적은 境遇에
m

白土_精囊綿實Y由 K = 0.6 n=0.45

r 一租蓑榔子油 °・5 L3

活性炭一辎製綿實油K=0.2 n = 2.2 ,
.一粗裏鄧子油 7.2 1.8

階段式 又는 Counter current 法의 適用 :1 有져］ 

함은 알수있으나 實地上 이理論은 活用푀고있

지 않다。 •
脫臭는 食用油精製上 가장 重要한 問題의 

하나三서 蒂臭物質 (主르 Ketone 이고 一般的 

으로 0.1 % 含量 ) 逹離酸含量울 0.04 % 以下르低 

下시 킴 과 過疫化物卷去書이 그 보構表住기 며 

主로 蒸氣.溟溜法이 使用되고이다- 水蒸氣度臭 

法 의 理論」다음 -- 般蒸 氣■蒸溜 方 程 .:弋 ,■- 루 보 ?

幼果는 0汀 batch의 size S= 昂; In 

와絕對!뽀에 正比例하며 揮 E = 1 f"'Kt 

發物이蒸条壓과 그揮發能率 K '• 集쬬推必常數 

에逆比例하고 揮發物의 初終濃変•比n 骂•數에 正 

比例함을 알수있 다° 그리 고 揮發能率은 Steam 
bubhie 의 全表卤積(A)과 bubble 과油 의 接觸 

時間墳加에 相伴하여 增大M는것이다。Ba")' 
\ Ind. Eng, Chem. 33, 404, 1941)애 依하면 揮 

發能率은 混合脂肪酸에 서 는 0.7—0.9에 達한다 

한다。水蒸氣蒸溜中 油脂의 減失蜀은 Seders
Enff, Chem)o)l 依하먼 다음과—같으것으

v = kd《%X)'mk，a/£

V ； Steam 븨 Lmear Velocity D; Wametf-r of 
m바，】이 'I； d?. density of Droplet. A '키5.

土 St心ining 이 過大하고 眞空度가 놀을수 

톡 減矢■量은 急增함을 알수있고 温度의 影 

習은 매우 콘허 218—껴GC 가 普通이며 安 

定原料 硬化油는 274°C에서 短時間處现하고 

이와 反對로 棉實油는 140°C 에 서 2—3時間 

을 要하며 아方面예도 連粮法이 擡頭하교이 

다. 高眞空Steaming은 처음에 璃逸서 發逹되 

어 世界•各地에 거진것 인티 이 는 高遊律酸分 

離에 有利하다。

〔I〕水憲透加

干先 油脂硬化로서 Armstrong及 Hilditch는 

Sabatier 의 見解틀 適用하여 다음과갈근 說明 

온 試하였으나 이는 Energy 關係의 tWS으로 

觸媒+水素+木峋和波辑一》中間物

一，飽和油脂+厩握

考察할것으로서 Gvoese는find. Eng’Chein, 35, 
762： 1943) Arri却ius 方程式올 基礎里 說明아 

였다。다음은 水素添加位置인티 一例早 «■ 

Oleo-e-Linoleno-a^UnoIenin 을 보먼 7個이 

二重結合이 있는吃 水素添加에있어 그選擇順 

位 二重結合位置移動은、포:람를異性體生成가더부 

러 複雜性을 머울것이 豫想된다。ggride混 

合:肉에 서 는 더욱 錯健한것 인 리 同 一不飽和度 

MM核어住 分子量 기 적을수록 水素添加가 

公』하고 混酸 glveeride 에서 는 不飽和酸数가 
鎗 就 ;詬寫가 優先的으로水素添加된 

다、Ji應論에 關한 研究는 作業上 重大한 影 

響기 있는것이나 아직 明確한 決論을 읻을 段 

階에 일으기못하였다。 •

다으 特殊方面스•르 最近까지 興味를 끌고있 

는것의 하나는 油脂還元예■依하 高級AWS외 

要造이 다。Ni 脩媒는 高溫還元에 有効하나 生 

成物은 主로 炭化水素이머 現在 Ale아N 製造 

에 有効한 工業的 價値있는것은 280-300 C 

3.000 Ibs/in*, Cu-chromit이鼻媒法으로 Adkim 
(J. A. C. S. 59, 1,1937)는 98%收率음 엄 " 

다。Richardson 은(U. S. F. 2,；皿6普, U心, 

不飽和 Alc，>bol 製法으로 鉛塩使用을 主丧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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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广!、C347V, 4000 Ibs/in1) 또 近来 R’Hvm니r- 
Bkm。法도 工業的으로 實施되고있논리 工束的 

으로는 Metbylcyclolwxanol Ng 을 使用하二 

以 다。쇼&血이의 還元性을 應用하는 方法을 

Conjugated Hydrogenation 이라 稻하는톄 工 

業的匱値는없으나 選擇作用이커서 異性油脂를 

많이 生成함에 興味가 있는것이다◎ ：、Lieubarski, 
J. appl, chem. U, S. S. R, 5» 1025, 1932 ; 
ibid 10, 702, 1937) *

CID石峰製造

石鹼製造는 素地製造와 加工으로 나누고 前 

者는 鹼化反應과 塩析으로 成立된다。油宿의 

Alkali 鹼化에 서 Mono 又는 Diglyceride 가 生 

成치않음은 오래前부터 알려 져있고 또 若干의 

遊醵酸을 包含■하는 原料가 囲化容易항과 生成 

石!驗의 脂药溶解力 이 즌것도 明白한 일，I다。 

鹼化反應은 反應物質의 接鴻面의 大小에 依岸 

하므로 i洁局 頌著한 自做貓媒京應기 되는것 이 

다。다음에 는 ioo°c에 서 의 石験 륵及食塩의 平 

衡狀態로 純石！餘相은 牛治에서는 50-70%(个 

脂 石誠 62—63% 榔田油石鹼67—69影 임율 알수 

있 다。(Ferguson, Ind. Eng. chem. 24,1329,1932) 
宣；杂上으호 最近 注目할 事件은 連瑣製造法의 

尺菜的活用 d로 鹼化後의 湮續作業은 旣知의 

节貰 기 나 鹼化로부터 製孔 까기 全糸業이 全部 

自戦弱節連續式이 採擇되고 있다는 事實。］다。 

連欲的齡化法에 있어서는 强力한 混合機르 原 

料를 呉金；】•셔 生成된 石龄을 反應音은 通過 

시 켜 •■，房冷却하는 工程을 取하며 그 温度를 

調節하여 噴需時에 glycerin 을 氣;七回队한다。 

(操冥温度 470'F)塩析은 할수없으므로 使用原 

料는 精製률 要한다。(Mi山. UJ?.P.2,156, 
863 ; 2,159,397, 1939 ; Clayton USP 2, 283, 
776, 1942 ; Mattikov, Oil & Soap, 17, 184, 
1940 ; 20, 135, 1943)

C IV 5 Fractionation

油脂 又논 脂吩酸르 그 飽和度其地에 따라 

分別하는 作業을 Fractionation 이라하며 -%目 

的은 利用價値向上애 있는것 이다。勿論 冷却 

』,.!： :' 夂油装込 < ：：■ 脫蠟作"S；기 徵 来이 

이 에 包含된 主要住果>1 며 또 硏究實驗 上 分別 

의 工業的應用이라고도 볼수있»다。CPotrs, Oil 
& Soap, 18, 199, 1941) 從來의 工業的分鮮法 

온 冷却分別結晶에 屬하나 今日 研究되고잇는 

것은 洛劑抽出, 溶液冷却分別結晶及 分溜作業 

等이다。溶液冷却分別結晶은 從來의 冷却結晶 

法얘 比하여 手工이 얼드는이 Railey 는 棉實 

油을 石油Naphtha 에 j容解하 겨 最低 ?F 에 冷 

却하여 77.1% 의'冬油와 高品位摇實贖을 取得 

하였다, (Oil & Soap. 20, 129, 235, 19«J 또 

半硬化落花生油룰 이方法으로 處理하여 高級 

潤滑油分을 取得하였고 이方法d로 分『蒸溜 

法에 對抗할반한 T，”“pheml 分離成績운 笔 섰 

다。

液相抽出예 對하여 는 若干 前述하였거니와 

그原理는 脂肪酸 又는 그 Ester 에 對간 杖寸匕 

有機溶劑의 親和力은 不飽和度쌉加에 따라 增 

加하며 非極性有機溶劑의 二것은 不飽和變化 

에 잘 影響되지않는메只다。194。年 Freeman 
(USP. 2,200，39。은 沃素賈 136이 大豆油틀 

4倍외 Furfural과 混合하여 2TC 에 靜通하괴 

2夜相울 分藩하괴 沃素價146의 製品28方와 72 
%의 沃素匱13既製品을 얻었다。이方面에 適用 

할수있는 極性團은 三PO, CO-O CO. -OH, 
= 00, -COO-, -CN, -CHO, -COOH, 
-NOt, hCOs,—NH’，=$0“ =NH, -O-, -S-, 
= N-, =C=C=，等으로 (Elgin, Chem.Eng. 49 
HO, 1942) 多數외 特許가 出現되고 그 裝迪도 

考案되었고 또한 新製品도 岀現하였다。1937 
年 發表된 亞赢仁油 Ketene 夂는 高級 alech“! 
處理計1 Tekaol (Rossmann, Angew. Chem. 50 
24晚 19质) 은 이一例이 며 今 日 大豆油 又目 

魚油로부터 이方法으로 高級塗料用油가 製造 

되고있다。

分溜의 工篥的應用은 低級酸採取外에느 實 

用化되 어 있지앓고 脂肪酸과 n. Mmeester 에 M 
만 可能한것인레 要는 蒸氣뺜이 炭素教增加에 

따라 诚少하는 性質을 利用다 것 이 며 精饌 (睨 

酸;! 르 门的 d로 分商함은 前述하였匸L, 裝置部 

門에 있어 서 W 新村料의 出現으 貝 Columu 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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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出現하였다。ePotts, rsr.
工業的分子蒸潛에는 营EE까〉做揭及 

Chem. Rev., 34, 51, 19M#慮〉

C V 3 EsteriRcation-Inter려gtei迪ca- 
tion-分解

油脂分解反應에 對하여 는 装谴上進步로 Au- 
todave 法의 連續作業化와 加壓式 Twits이仙分 

解가 潮次 可能化하겨 감을 指摘함에 그지컸바;, 

Esterification 觸媒로는 金屬 （例컨 티 Ni） 金 

屬酸化物（PbO専）水酸化物（NaOH*）塩化物 

CA1C1, 6HQ）1후이 硏究되 었고 二中에도 SnCI, 
2H,0가 가장 强力하그 Z"（丄돈 有力하며 隅媒 

0.2佑 溫度 130~175'C 15時間에 反應은 98彩進 

行한다o Twitschel 試藥이 Esterifiwition 에 有 

劾함도 周知된바이 며 胸媒。.5% 溫度135— 145C 

脂肪酸過剩量10—%彩 添加로 反應은 5一书時 

間애 實質上 完了한다。glycerin 및 多 flESlcohol 
（例컨테 Mannitol,Sorbitol） 反應은 아즉 充分 

한 Data가없다° Interesterification^l'niesterung' 
은 여러가지로 興味있는 分野이나 이에 對한 

詳論은 이미 發表한바있으므로 省略한다。다 

만 蟻酸乃至 Propion 酸斗 挪 F油와의 UmeB- 
terung 으로 Pyroxylin 의 酸化防止可堕劑製造 

膳媒로 NaOH（.E. I. du pont. de Nemours, U8P. 
2,*71,619, 1942 그런테 이 는 1933第 外山修 

之가 東京工試眼吿에 詳記간 公知-售實로 著者 

는 이方法으로 魚油 Ester 工業化를 置施하였 

다。Bradokaw 는 連續法을 案出하였 고 또 液 

和分議에 利用可能性을 指摘하였다。이反應은 

可逆反應이므로 溫凄를높여 生成된低級alcohol 
을 溜出시 켜 反對方向 d로 進行시 킬 F있다。） 

其他 Sn （OH） 2, QHQSa等 이 特許된 것 과 

Bf'arrangf'ment 에기어 漸次로 系統的帝广无기 進 

行되고있음을 列擧함께그친다。

CM3 重合가異性化

塗料와 二預以物製造느 이에屬한다。乾性油 

를 一定置度에서 加熱하면 粘度외 對數와 加 

熱時間온 直線關係가되며 溫度上异은 이勾配 

듈 低「시 킴을 볼 수S1 는 리 （Shney, lud. Eng 

<1e 30,路 1938 ; 32, 921, 1940） Milusch 
（ibid, 33. 1S3） 는 熱當量（分） H. 加熱率 

（cF/iuin） C, DouUrag iniemti （乾性油加熱時 

温度增加베 마라 粘性地加速度는 顯著화미 그 

倍加温度는 大約 45，F>1 다.） 을 D가하면 마음 

關係 * 成立횡 혿•發表하퀏.다。

H=L44D,C （또 冷却當量 =L4U»冷却率） 

乾燥剤気서 쌔호七•것은 塩素化樹；!旨化油（塩素 

化때 샣긴彳»）, BE, 金屬塩化物, 重金腸孽 （당 

스헨 酸） Dialkyl 又든 Dim끼sulfide等이 있으나 

注目 되는컷은 有機乾燥劑 （Sehwarcman LSP 
2,207,6瓯 1940;V£P 2,230,470. 1941: Soreuscn 
USP 2,213^05- 1940）卽 Phenanthrene烦似物 

（Chrysene, Beune, Picetie） 의 酸化體 （Ketone 
又는 Phenol） 等이다。酸性白土와 Na 에 依한 

不鲍和酸의 komeriEatig 은 前述하였 다。다음 

에 工業的意義있는것은 芨*子油의 脫水反應 

으르 低壓攪拌下에 45d70‘F 로 加熱하는 것 

이다: 觸媒로는 白土, 微量硫酸含有珪藻土 酸 

性硫酸소오다 Mo, W 及 P 酸化物混有粘土奪이 

提案되어있다。塩素化及 脫塩素化反應도 于今 

硏究되고있다o （Turk, Am, paint J. 28, 1943）

〔口〕Solidification, Homogeni
zation, Emulsification.

油货률• 二하나로한 （相對方은 主로 물） 二相 

系間에 高度의 彌散을 推持함에있어 固體와液 

體의境遇가 S>lidificatii>u, 液體相互間이 Eiuul、 

sificatioii 이고 固體 又느 液體를 물에 分散시 

키는 操作이 Homogenization 이다<、食用B붑肪 

卽 Butta, Margarin, Compound lard 等은 phwtic 
solid 로 Solidify 한것 인 바 이 는 衡田固體及液 

體의 緻密단 混合瞿로서 Solid粒子間 后管을 液 

體가 占有（卽 固體에 液體 七 收藏） 하여 限早 

歪力嘏抗을 가짐으로썩 plastic系가 되는것이타。 

油脂 石鹼等은 固化條件에따라 polymorphism 
에 依단 複捲性은 띠우는것인 리 製菓用 La이 에 - 

서는 脂質은 針狀結晶이며 도 普通 5—20容量 

纭외 10—50“j直德외 空氧가 包攝되어 不透明 

乳白色,外觀을 띠우는것이다。油脂를 이런 狀 

態 로 加工하는것을 Shortening（固體性, 邱性附 



與）이라하는베 從來에는 急冷rulhng（65—7（TF） 
을 使用하고 있 었으나 近來 Venator system 이 

發展하였다o 卽 培脂를 Kotary pump 략」Chil
ling cylinder 에 壓送 （3〔）이氣"） 하여 水分 及 

空氣（又는 N*）틀시 키 몬것"흐로서 Vutacc-r 

는 高速Scrap으「룰 裝備하여 高率의 熱交換이 

維持된 다。（Houlton, lud. Eug. Chem. 36, -522 
1944） 普通 cylinder 는 絕緣被覆되 었고 三段作 

業이며 Mmgariue은 plastic fM에 20%程度의 

Milk及塩分을 混合시킨다° EmulsiScation애는 

C시loid mill 이 넓이 採用되어 各種食品 特히 

Mayonaise plant에좋고 Homogenization今 

日 牛乳內에 Cream 質及 Vitamin 分散目的에 

一般的으로 採用되고 있는테 그裝置는 10,800 
r.p.m. 程度의 rotor 오* stator （Couceutric 
hiterkPking rin祭附帶）로된 一種의 Colloid mill 
이다。

〔愼〕油脂工業

以 h 主觀的立場에 서 油脂化學과 Unit process 
의 近況을 略述하였는테 끝으로 工業的考察을 

诚3고4한다。油脂工業은 油脂를 主原料로간 

製品 又는 他原料로부터 油脂 及 類似物의 製 

造 及 分配事業으로서 그方式은 經濟機構에따 

라 若干다르나 主로 技術的立場에서 생각하고 

자한다。

C1） 原料 油脂工業은 그主原料를 天然物 

에 依！乍하고있는리 世界油暗資源은 年2,500萬 

ton 程度 로 서 그80% 는 植物油 이다。主要곤 

天然油8旨는 棉實油, 大豆油, 麻實计, 落花生油, 

Olive油，亞麻仁油，胡麻油，椰子油，向日葵油, 

婴粟油, 桐油, 鲸油, 豚脂, 牛脂等이며 그大部 

分은 食糧業界와 併律的關係下에있고 따라서 

急激한 生產增加는 期待難이며 地域的偏在性 

이 攧著하다〉油脂製品需要의 急增傾向과 食 

糧의 不足傾向은 그原料를 他方面에 要求充足 

코자함에 기르러 脂肪族化合物 卽, 石油資源의 

油脂工業轉用은 潮次 發展의 速度가 늘고있는 

것이다。이 原料代替는 石油資源으로부터 脂 

昉酸 又는 類以有檔酸의 製造利用괄 貯拈旗'上 

,2同 製i보 N 리고 臨械的I 扣.따的）代 皆 -1 三 

方面인 BL 後者는 今 日 거 이 本胳的發達을 完 

我한 袄能」있 어 <5:ft], 繩料. 潤為 仕上劑, 

炎素黑'#面세 ;]는 油沽使'：j£ 鼓少展變로 縮 

"，'할 ?戈거되었다" 前#는• 最.近由年間 招盧되 

고있는것 긴네 非食浊血세孔 어서는 今日 容 

易对 扩I 에 盟日 게 되 ?：〔 나 이 즉 本恪的發釜 

에 ：: 이 m-K*邳였 다、 I I'jratfin 의 直扌妾公£荻 

胶化는 매 •咨 簡單하•며 食用化可能쒸••도 漸次 

期待할수/다。•脂肪酸化合쓴;은 最近얘 急漣 

한 工業的發袈을 보익고이어 不遠한 將來얘는 

石油製只이 油脂製品을 凌鴛할 可能性이 있다' 

（特히 表面话•住劑에서 二런테 一例旦 今日 美 

國의 合成洗談劑生產은 石鹼의 50彩에 일으렀 

다。） 二러나 問茜-3 이르서 解決되는것이아니 

다。卽 脂击挨化：；■物資須으로서의 石油는 n一 

枯渴이 不遠한 形勢기 므로 이 를 解決하기簡한 

別個의 方途가 考慮되어야 할것이다。油脂가 

原動力 面에 提供될 可能忤은 거긔 없 으므로 

此點을 論外르하고 高殺苗肉杈化合物会成과應 

用이 工學的見地에서 硏咒되어야할것이다,（塗 

料面에서 의 可能'%이 現在로서는 가장 顯著하 

다。）

（2 丿 製品 油脂製品의 種頰는 매우 煩链 

한것인테 著者는 다은과같이 나누어 생각하고 

자한다。

A） Simple glyceride狀製品 大部分은 食用 

油인 바 現在 世界需要 는 年 H0 萬c 以上 이다。 

이方面에서의 主要傾向은 天然賦存狀態가 3 
富한 油脂를 轉用함에있고 合成製品은 아직 

期待難이며 價洛은 높다。

B） 重合 이yceride 狀製品 塗料及 類似品 이 

主로서 油脂面에 서 는 glyceride 分離作業으로 n. 

品 質을 向上시 키 고 價格을 引下하 는 中이 다° 

合成製品은 質애 있어서는 注旨할바이다 아직一 

高！頁인리 이느 主로 固运資本의 投F가 크고 

裝帰壽命이 짧巴데 因함일것이다。世界需要는 

年160萬tW. 上이디-。

C） . 表值1活性劑 含咳的에 對한 期待가 急

激히 增丿、하고 있디-。世界：思要量은 年 12X）萬t
V 다、

I） 罚 H 彼 i次薬品 세 는 脂肪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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系合成化學中間物 Akxjhol 호이 以고 副產总으 

루■ 서 重要한것 은 Sterin 이 다。#即8血키 將來 

는 饿의 直接兩分法과 天然 卽슨合成法기 有〃 

化할 것 이 며 Steriu 製品은 醫樂中間物原料로 

重要하다。

（3） 經營 經葺은 여러가지 複無한 條件 

을 充足함에저 可能化하는것인데 近代的経營 

Mmlel 을 略擧하여 두겠다。于先: 企業의 決定 

인베 이 는 工業化可能性이 工主眼이다。二主 

要［저了•는 構想콰 그檢證이 며 本邦企業과 先進 

國企 業과의 構想의 差 는 거 의없다고 성각하나 

우리는 檢證없이 著手한다고 볼수밖에없고 工 

러므룬. 失敗率이 큰것이日r 企業構想은 製品 

의 需要豫想과 ■고生產方式을 基本으로하여規 

模, 立地, 資金, 技術，勞働, 設備，販賣等이 計 

畫된다。檢證은 附與된 .社會情勢下에서 長期 

及短期觀剤을하고 大企業，又는 新發明에 對 

하여는 中間試驗을 行하는것인'테 本邦企梁而 

에서 •留意한것은 特히 販賣에 있는줄안다。製 

品이 高性能特殊需要品인 境遇，又는 大衆需 

要인 境遇에다라 正確한 分布面을 豫想하여 

計測하고 品位，單位量，包裝程度를 決定한뒤 

에 實際化에 若手한다。企業의 公益性은 今日 

世界的潮流이므로 이를 尊重함이 없이는 健조 

性을 喪失할것이다。經營에있어서 特히 留意 

할것은 合理化技術向上 消費指導이다。이 러 

한 綜合的課題에H어서 技術의 參與는 廣範한 

接觸面을 갖게되는리 工學敎育 乃至硏究者의 

이 에對한閑却 乃至 無知로 因한 社會的損失은 

매우 즌것 이다。더 한결음나아가 純粹同■學學 

徒에 있어 서도 二■努力기 社匐的活動"이 -環 

임을 算入함으로써 그効用을 高度化하는 同時 

에 弊害를 除去함에 留意할 義傍가 있는것이 

다。

附記

新製品，表面活性劑，油脂生化隼，盹愕機彿 

筈에 對하여는 後日로 미두며 最近新刊을 紹 

介하고 擱筆한다。

1. Bloor : Biochemistry of the Ritz nc,<ls
19 Ih'inh시d)

2. Hilditch : Chemical Constitution of
Natural Fats 19 h (J"hn )

3. Baily: Oil and Fat Products

It)匚>(h 山、zi'i心)

4. Dean : Utilization of F：心
( 'hem. P»b.)

5. Ralston : Fatty Aci<N vpI 上 l Derivatives
1!)1S John, wiley)

6. Bmnet; Commercial AVaxos
1944«'hom. Pub)

7- Gardner : Physical and Chemical Examina
tion 1937(Institute ofP.&V .Res.)

& Mattiels : Protective 이)d Decorative Coa
tings government Tr.現在第6券發刊)

9. Jamieson ; Vegetable Fats and Oils
1937(Chem. Pub.)

有機化學의 새로운 動向

國 立 서 울 （學 段 理専傅士 李 
文理科 七學敎授 理号即후丄 孑 圭泰

차 레

I ｝序論

II 愷浪;&이 皆響에 關힌 삐論

< 1 ） 辭酒;이 庄宙枯

C2） 置換蘇의 作用과 化學汨；■에 依한 

의 傳建

（A：）置換馬习誘起湖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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