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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X-ray photographs of the samples show that 
with increasing temperature of thermal treatment.

緒 言

우리나라에서 產出되는 酸性白土中에서는 蔚山地區에 

서 產出하는 것이 現在로서는 그 吸着性能이 가장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筆者는 그 地方에서 生產되는 

酸性白土의 代表的인 것을 試料로 採取하여 이것을 約 

200°C 程度의 溫度間隔으로 熱處理를 하여 그의 脫色 

力과 X線 粉末寫眞이 어떻게 變化하는가를 調査하는 

据時에 日產의 商品인 酸性白土 一種을 擇하여 比較實 

股을 하였다.

實驗 및 幕果

1. 試料의 採取 : 試料는 3種을 選擇하였으며 試料(I) 
은 前記한 蔚山地區에서 產出하는 原鑛인 酸性白土 그 

自體를 取하였고, 試料(II)는- 試料(I) 200g 에 對하여 

20%의 黃酸 400cc 를 加한 것을 4時間 加熱沸騰시 킨 後 

에 水洗하여 黃酸基의 反應이 없을때까지 充分히 水洗 

한 後 105°C 로써 3時間 乾燥한 것 이 다. 試料(III)은 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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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s of Degree of Decoloration and X-ray Powder Patterns 
of Korean Acid Clay by thermal treatment

By Kwan-sub Han and Hong-koo Park
College of Pharmacy, Seoul National University

Three kinds of acid clay are chosen as samples; sample ! is the Korean acid clay, Sample-II is pre
pared by heating the mixture of the Korean acid clay with 20% H2SO4 for 4 hrs., and the sample-III, 
the reference sample, is the Japanes acid clay supplied by Katayama Chem. Co.. 15 samples are pre
pared by heating them at temperatures of 100°C, 300°C, 500°C, 700°C, and 900°C for 6 hrs. separately. 

The adsorption experiments are carried out on these samples using bromphenol blue water soln.(conc., 
0.001%) as adsorbate. It is found that the degree of decoloration depends upon the temperature of 
thermal treatment, i.e., the higher the temperature the lower the degree of decoloration is. At any 
specified temperature of thermal treatment, the degree of decoloration is in following order: sample II 
>sample I>sample III.

the intensities of a few specified lines decrease

本의 片山化學藥品會社의 製品인 化學用 Japanese acid 
이ay 를 選定하였 다.

이들 各種의 試料들을 粉碎하여 美國 標準篩로서 200 
mesh 程度의 粒子로 한 다음 200°C 程度의 温度差로서 

電氣爐中에 서 6時間 加熱하여 desiccatoi■ 뮈에 서 故冷하 

였다. 即 100°C. 300°C, 500°C, 700CC, 900 C의 各 溫 

度에서 各各 加熱되 었든 各 試料는 溫度別로서 5個씩의 

試料를 區分 採取하여 全部 15個의 試料를 採取하였다. 

이 15種의 各 試料는 다시 agate mortar 中에 서 粉碎하 

여 200 mesh 채 로 篩別한 것을 다시 105°C 로서 3時間 

건조後 desiccatoi■中에 保管하여 實驗에 使用 하였다. 

熱處理를 하기前의 3種의 試料 分析結果는 대략 다음 

表와 같다.

2. 脫色度 測定 :酸性白土의 吸着力을 調查하는뎨는 

色素로서 methylene blue 든가 또는 石油 tar 나 pitch 
等의 稀薄한 溶液中에서 實驗한 報吿泌等이 많이 있으나 

methylene 미ue 는 그 fl體가 酸性白土의 酸性과 中和 

하는 化學反應이 吸着現象 以外에 附適하는 것으로 생 

각되 어 適當치 않으며 또 pitch 의 有機溶媒의 溶液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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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 meter 로서 吸收波長 592 m* 에 서 測定하였다. Dubcpcq
Composition of Samples I, 1I» and III 의 colorimeter 로서도 测定하였으나 大差가 없었으므로

Samples Si02 AI2O3 &舟3 CaO MgO Heating 後者를 많이 使用하였다. 各 試料의 脫色度m를 決定하

(%) (%) (%) (%) (%) loss(%) 는데 는 吸着脫色前의 bromphenol blue 의 水溶液의 濃

1 71.63 17-40 2-92 249 0.60 5.03 度를 1로 定하고 試料에 依하여 脫色된 滤液中의 brom-
B 87.30 4.68 0.579 0-89 0.74 5-64 phenol blue 의 '濃度를 測定하여 이 값을 脫色前의 »

11 67.98 11.66 2.46 1.34 0.94 14.5 度에서 네고 脫色度로서 定하였다. 이것을 表示하成 다

음과 갈다.

脫色시키기 前의 溶液과 脫色後에 溶液의 pitch 의 濃度

의 比較를 colorimeter 로서 實測할 때 色의 浚厚, 稀薄 Table 1
의 差가 아니라 色相이 달라서 測定키 困難하였으므로

Degree of Decoloration of Samples

著者는 色素의 化學構造中에 鹽基性基를 갖지 않고 酸 Temp. j
of them, treat. II III

性臼土의 酸性으로서는 申相의 變化가 없으리라고 셍각 100°C 0.8208 0.96 0.564 '
되 는 bromphenol blue 를 擇하였다. 이 色素의 0.001% 300°C 0.6744 0.9264 0.5568
의 水溶液을 調製하여 이 水溶液 1定量에 다 各種試料의 500°C 0.5712 0.9048 0.5473
1定量을 添加하여 脫色시 킨 後에 bromphenol blue 700°C 0-6024 0.8976 0.4814
濃度를 測定하여 脫色力을 比較한 것이다. 脫色吸着實 900°C 0.5328 0.8808 04728
驗은 여 러가지 條件에서 實施하였으나 그•中 가장 良好

하다고 생각되는 한 條件下에서 寶驗한 것만을 報吿한 3. X線粉末寫境

다. 15種의 各 試料를 直徑이 0.5mm, 길이 50mm程度

常溫에서 各種의 試料를 正確히 0.5g 썩을 取하여 試; 의 薄壁毛細管에 封入하여 各各 10時問쎡 X線을 照射

驗管에 넣고 이 것에 다 各各 0.001 %의 bromphenol blue 하여 X 線粉末寫眞3&9＞을 읻 었 다. 여 기 서 使用한 카페

水i容液을 25cc 썩을 넣은 다음 slEker上에서 1時間 甚 라는 直徑이 5?.296mm 인 圓筒쩨 粉末寫眞專用 카매 라

히 振盪한 •後에 酸性由土를 遠心分離하고 그濾液의 이며 照射X線의 波長은 CuKa=1.5418A 이다• 이와 같

bromphenol blue 의 濃度를 Beckmann spectrophoto- 이 하여 얻은 各 試料의 寫眞 film 으로부e彳 여려 line
Table 1 ,

Spacings and Relative Intensities of'Sample-I

100°C 500°C 900°C
line No. rf(A) 功max： line No. 4(A) ///max. fine No. d（而

1 4.29 0.14 1 4.28 0.11 1 429 0.13
2 4.05 0.04 2 4.07 0.03 2 4・08 0.02
3 3.66 0.02 3 3.67 0-02- 3 3-67 o.oi
4 3-37 1.00 4 336 1.00 4 3-37 1.00
5 3-21 0-09 5 322 0.11 5 3.22 041
6 2.96 0.06 6 2-96 0.07 6 2.95 0.06
7 2.57 0.01 7 — — 7 — —
8 2.48 0.04 8 2.53 0.07 8 2-53 0.07
9 2.29 0.04 6 2.29 0.05 9 2.29 0-67

10 2.25 0.02 10 225 0-02 10 2.26 0捽
11 244 0.04 11 2-13 0.03 11 213 0-06
12 1.98 0-02 12 1-98 0.03 12 1.99 0-02
13 1.83 -0.09 13 L83 0.11 13 1.84 0-08
14 1.68 0.02 14 1-68 0.03 14 1.6& 0.02
15 1.55 0.08 15 1.55 0-10 15 1-56 ，，0.08
16 1-47 0-01 16 —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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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V
Spacings and Relative Intensities of Sample-II

—
100°C FOcrC 900°C

fine No. 久疋) 〃血】ax. line No. d(A) max. line No. d(A) max.

1 4-29 0.13 1 4.29 0.14 1 4.29 0.14
2 4.07 0.02 2 4.05 0.02 2 4.07 0.02
3 3.64 0.01 3 3.65 0.01 3 一 —

4 3.35 1.00 4 3.37 1.00 4 3.40 1.00
5 3.17 0.12 5 3.17 0.11 . 5 3.26 0-14
6 3.93 0.02 6 2.97 0.02 6 — —

7 2.47 0.08 7 246 0.06 7 2.49 0.09
8 2.30 0.07 8 2.30 0.05 8 2-32 0.06
9 2.25 0.01 9 2-25 0.01 9 一 —

10 2-13 0.04 10 2.14 0.05 10 2.16 0.03

11 1.97 0.02 11 1.99 0.02 11 2.00 0.02

12 1.83 0-08 12 1.82 0.11 12 1.84 0.10

13 1.69 0.04 13 1.68 0.03 13 1.69 0.03

14 1.56 0.06 14 1.57 0.07 14 1-56 0-07

15 - 1.46 0.02 15 1.46 0.03 15 一 —

Fig. 1—The X-ray powder photographs of sample-I

의 面間隔(spacing)을 計算하고 intensity 를 測定하였 다. 

面間隔測定은。=人/2 sin。에 依하였고 intensity 測定 

에 는 standard scale 을 使用하였 다. 試料 HI 은 市販前 

의 處理條件이 未知이므로 試料1 과 試料 H 에 關한 面 

間隔과 相對的 intensity 의 結果만을 各各 Table III, 
Table IV 에 .表示한다. 여 기서 相對的 intensity 는 line 

No. 4 를 L00 으로 한 各 line 의 intensity 이 다 試料 

I 을 100°C 와 900°C 로 處理한 後의 粉末寫眞을 Fig. 1 
에 表示하였다.

考 察

國產酸性白土의 脫色度는 熱處理溫度小'가 上昇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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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타서 減少된다. 黃酸으로 酸處理한 것의 脫色度가 一 

層 더 良好 히 녀 試싸든의 脫色能은 試料 IL I. III의 順 

序이 다.

Table III 과 Table IV 를 比較하여 보면 試料 I, II. 
는 酸處理 또는 熱處理에 依하여 對應하는 寫眞上의 各 

Hne 의 面間隔과 intensity 는 믄 영 향을 받지 않는다 

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細密히 檢討하여 보면 Table 
111（試料 I）에 있어서 line No. 7, 16等이 100°C 의 酸 

處理後에 는 存在하였으나 500°C 와 900°C 의 處理로서 

消滅되 었고, Table IV（試料II）에 있어서' line No. 6, 
9, 15는 900°C 處理에 依하여 消滅되 었음을 볼 수 있 

다. X線 實臉을 할 때 試料의 極少한 非中心廻轉運動， 

X 線의 試料에 依한 吸收, 距離와 intensity 의 測定誤 

差, 및 film 의 伸縮等에 '依한 面間隔의 誤差는 大略 0.2 
A 以內로 推定되 며 , 相發f的 intensity 의 誤差는 各 

line 의 0 에 依한 intensity 의 大小의 順序가 充分히 分 

別될 程度의 작은 값임을 알 수 있다

Table III 과 Table IV 의 各 line 은 消滅된 것을 除 

外하면 酸處理의 條件에 關係없이 上記한 誤差範圍內에 

서 一致한다 X線寫眞의 以上과 같은 結果에 依하여 

國產 酸性白土의 結品의 大略의 構造는 酸處理 또는 熱 

處理의 前後에 있어서 같지만 微細한 部分에서는 變化 

가 일어 난다는 것을 앝 !1- 있 다.. 即 各 line 의 面間隔 

의 變化가 誤差範圍內에서 없는 것은 單位格子의 크기 

의 變化가 없음을 示唆하며 弱한 intensity 의 line 이 

消滅된 것은 熱處理의 前後에서 單位格子內의 大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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構造를 그내로 維持하면서 一定한 原子의 位置가 若干 

變化를 하였다고 推論함이 妥當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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