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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orean acid 시ays and silica gel were put into action on benzene solution of dye, such as aniline yellow, o-nitro 

aniline and oil orange, and then the adsorptivity of dye in nonaqueous solution was measured, with the result 

that adsorptivity was greater with silica than acid clays and it had no relation to acidity. And when chemical 

compounds, such as amine, alcohol, halogen derivative, were added to each dye solution by 10% (in volume), 

the change of the adsorptivity of dye by solid acid (that is. the interfered adsorption rate) decreased in order of 

amine〉alcohol〉halogen derivative, and in homologue the smaller the molecular weight, the larger was the 

effect. So adsorption in nonaqueous solution was a selective adsorption of chemical compounds which contained 

negative groups such as amine 저nd hydroxyl radicals, and it had no relation to surface tension and showed inver

ted phenomenon of Traube series. It is guessed that the inverted phenomenon (the interfered adsorption phenome

non) was due to the polar chemical adsorption between active SiO? which was an origin of solid acid and the 

adsorbed substances, considering that the order of inversion was nearly in accord with dipole moment of added 

solve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led to find adsorption mechanism and inverted phenomenon of Traube series in 

nonaqueous solution.

要 約

韓國產 酸性白土類 및 silica g시 을 aniline yellow, o-nitr。aniline, oil orange 色素 benzene 溶液과 작용시 켜 非 

水溶液에서의 色素吸着率을 측정하였다. 그 吸着率은 silica gel 이 酸性白土類보다 컸으며 酸性度에는 구관하였 

다. 또 上記 色素溶液에 각 1。%의 添加溶劑 amine, alcohol, halogen B 化合物등을 加하여 固體酸의 色素吸看率 

의 변화（吸着阻害率）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위에 적은 順으로 그 영향이 적어지고, 同族體에서는 分子量이 적을 수 

록 그 영향이 커짐을 알았다. 따라서 非水溶液에서의 吸着은 amine 基, 水酸基등과 같은 陰性基를 갖는 化合物 

을 選擇吸着하고 界面張力에 무관계하며 Traube 系列의 逆轉現象을 나타내었다 그 逆轉現象（吸着阻害現象）은 그 

験位가 添加溶劑의 雙極子能率과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固體酸母體인 活性珪酸과 被吸着體사이의 極 

• 徃的化學吸着에 의한것이 라 推定된다. 本賁驗結杲로부터 固體酸의 非水溶液에서의 吸着게카니즘, 系列의 

逆轉現象에 관하여 考察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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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緖 論

앞서 著者는 酸性白土類의 固體酸에 관한 水 

溶液에 서 의 吸着메 카니즘에 관하여 硏究한 바 있 

다

固體酸의 非水溶液에서의 吸着에 관하여 Ne
wman 2), Bartell 3), Eckart 4) 小林, 山本 3들에 

의해서 많은 硏究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田中, 桑 

岀들 6〉은 Bartell 들의 無灰活性炭의 吸着에 관한 

硏究를 기초로 色素 benzene 溶液에 他種溶劑를 

첨가하여 白土類의 色素吸着力 減退現象을 硏究 

하였다. 즉 白土類의 非水溶液에서의 吸着作用 

은 活性炭의 吸着作用과는 다른 것으로 被吸着 

體의 界面張力에 관계없이 강한 陰性基를 가진 

化合物을 선택적으로 吸着한다. 따라서 白土類 

및 silica gel 의 吸着은 化學的 또는 原子價的 吸 

着으로서 白土母體인 活性珪酸의 殘存原子價에 

의한 것이 라 考察했다. 이와 같이 添加溶劑에 의 

한 界面張力과 吸着量에 관한 硏究는 특히 活性 

炭의 吸着에 관하여 많으며7,8> Traube 貝I］이 成立 

함이 알려져 있다. 9,10) 더욱이 Bhatnager 들 
11,12〉은 白土가 아닌 다른 高分子固態를 吸着媒 

로 하여 非水溶液인 CHCL, C6H6) CC14 등에 脂 

肪酸을 添加溶劑로 사용하여 吸着시켰을 때 Tra- 
ube 則의 脂肪酸系列에 逆轉하는 사실을 알았다. 

이들은 上記系列의 逆轉現象을 高分子固態의 極 

性的 吸着에 因한 것이라고 定性的으로 推定했 

다. 著者는 以上 硏究文獻을 參酌하여 韓國產 酸 

性白土類와. 日 本產 白土 및 silica gel 을 擇하여 非 

水［容液에서의 色素吸着率測定, 添加溶劑에 의한 

色素吸着率의 變化, Traube 則의 逆轉現象과 添加 

溶劑의 双極子能率에 관하여 硏究하고 이 결과로 

부터 固體酸의 非水溶液에서의 吸着메카니즘, 

Traube 系列의 逆轉現象에 관하여 考察하게 되 

었다.

2. 實 驗

2.1. 試料의 採取

本實驗에 供試된 固體酸은 ( I ) 慶州白土, 

(I) 河東白土, (皿) 迎日粘土, (V) 星州粘土의 

4種을 택하고 比較實驗으로 (V) 日本珪藻土, 

(W) Silica gel(東京守隨彥太郞商店製品) 및 (VI) 
仁川長石을 선정했다. 이 供試料를 150 meshes 

(Shimadzu 製)의 粉末로하고 100土5°C 의 air 
bath 에서 5 hr. 乾燥후 desiccator 증에서 보관하 

여 實驗에 사용했다.

2. 2. 實驗의 節次

CD 각 試料의 色素吸着能을 다음과 같은 방 

법으로 측정하였다.

色素는 有機溶媒에 可溶性인 aniline yellow 
(Merk 會社製品)，o-nitro aniline, oil orange(東 

京高岡會社製品)을 택 하고 금속나트륨을 써서 완 

전히 脫水한 純 benzene 에 용해하여 吸着實驗原 

液으로 하였다. 그들의 51x1/, 1086x10-1 8>； 
10-4 mole/1 色素 benzene 溶液의 Klett Summerson 
Photoelectric Colorimeter (glass filter No. 54, 
green 사용) scale reading 을 S 으로 정 하였다. 

試料 1. 000g 을 精秤하여 위의 각 色素 benzene 溶 

液 50ml 와 3 角 flask 에 서 3min. 간 급히 흔든다음 

20° C 恒溫槽중 stand 에 서 傾斜로 24hr. 靜置후 

주의 하여 上液을 decantation 하여 그 液을 上記 

colorimeter 를 사용하여 比色하고 그. 透過率의 sc
ale reading 을 S；；로 한다. 따라서 試料의 吸着能을 

吸着率(%) = 으X 100 으로 하여 구하였 다.

(2) 添加溶劑에 의한 色素吸着率의 변화에 관 

한 實驗은 다음과 같이 하였다.

色素吸着實驗原液에 添加溶劑로 benzene, 
methyl alcohol, ethyl alcohol, w-propyl alcohol, 
儿-butyl alcohol, ra-amyl alcohol, aniline, pyridine, 
ethyl bromide, chloroform, carbon tetrachloride, 
monochloro benzene 을 택 하고 1 차 蒸溜하고 그 

比重을 측정하여 순수한 것을 사용하였다. 위의 

色素實驗原液 50ml 을 취 하고 여 기 에 上記 각 添 

加溶劑 5ml 을 첨 가후 上記 colorimeter 로서 禹 을 

定하고 試料 1. 000g 을 精秤하여 3 角 flask 에 넣 

고 (1)의 方法으로 처리 하여 吸着率을 구하였다.

3. 實驗結果 및 考察

3.1. 非水溶液에서의 色素吸着

固體酸의 非水溶液에서 의 色素吸着率은 Table 
I 과 같다.

Table I 에서와 같이 吸着率의 順位는 대체로 

BI〉VMII〉V〉I〉M의 順으로 固體酸의 酸 

性度 °에 무관계 하게 吸着率을 나타내 고 있다. 

따라서 固體酸의 非水溶液에서의 吸着메카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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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 Adsorption Rates in Nonaqueous Dye Solution.

Samples

Dye solution

Aniline 
yellow(%)

o-Nitro 
aniline(%)

Oil orange 
(%)

I 22. 94 50. 00 1.52

u 30. 30 64. 00 2.17

1 33. 33 65. 00 1.52

u 32. 73 61.00 1.74

V 26. 06 62. 67 2- 28

VI 5. 45 21. 00 1.52

은 水溶液에서의 그것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본다. 吸着率이 제 일 적 은 試料 M 는 前報 Table 
에서와 같이 SiC)2 의 含有量이 제일 적고 다 

른 試料는 대체적으로 많은 량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非水溶液에서의 吸着을 지배하는 因子 

는 田中들 部과 같이 珪酸의 작용이 크다고 본다. 

그러 나 吸着率이 반드시 SiO2 의 全體 含有量에 

비례하지 않은 것은 吸着을 지배하는 活性珪酸 

의 작용을 방해하는 alumina, 鐵, 기타의 物質 

이 固體酸表面에 존재 하는比가不規則的으로존 

재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즉 色素溶液과 固體酸 

상호작용에 있어 吸着의 母體인 Si。? 의 活性面 

이 表面에 많이 나타난 白土가 큰 吸着率을 나 

타낸다고 생각된다. 이 實際에서 色素溶液의 被 

吸着能이 o-nitro aniline〉aniline yellow〉oil 
orange 順으로 되 는 것은 그 溶液의 mole 比가 상 

대적으로 커 져 있으므로 固體酸과 그 色素分子의 

吸着作用確率이 커서 被吸着能이 크다고 보겠다. 

또 aniline j'ellow 와 o-nitro aniline 이 oil orange 
보다 큰 吸着率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色素의 分 

子構造式으로 보면

N=N NH2
/、/ \/\ I no2

I i I I z\/
、/ \/\ I Inh2 \/

Aniline yellow o-Nitro aniline

N=N—、〉 
I J， 
I OH 

z\/\z 
I I I 
、/\/ Oil orange

이 므로 陰性團을 가진 o-nitro aniline 과 aniline 
yellow 의 amine 基는 oil orange 의 水酸基보다 

鹽基性이 강하므로 固體酸과 작용하여 amine 基 

는 ammonium 化合物을, 水酸基는 oxonium 化 

合物을 형 성 하여 吸着되 므로 차이 가 생 긴 다고 본 

다.

故로 田中들 6＞과 같이 固體酸의 吸着作用에 있 

어 被吸着體의 化學的인 性質을 고찰하여 陰性 

團의 吸着에는 原子價的 및 化學的 힘의 존재를 

推定하는 바이다. 따라서 固體酸은 원래 陰性基 

및 陰性 ion 에 대 해서 선택적 吸着性이 큰 결과 

純水와 접하여 OH+를 선택 적으로 吸着하여 外周 

에서 H+ 層을 형성한 것 °과 같이 非水溶液중에 

서 도 陰性基를 선택 적으로 吸着하리 라 생 각된다.

3.2. 添加溶劑에 의한 色素吸着率의 변화

色素非水溶液에 他種 添加溶劑에 의해서 固體 

酸의 色素吸着率 변화는 Table II와 같다.

Table U 에서 試料의 吸着能은 몇몇 예의 를 제 

외 하고는 대체로 却〉皿〉1/의 順으로되어 있고 

試料중 添加溶劑를 존재시 킬 때 대체로 MI인 sil
ica gel 이 가장 그 色素吸着의 阻害作用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보아 3.L 의 考察에서 와 같이 

非水溶液에서의 吸着은 固體酸의 母體인 活性珪

Table I Change of Dye Adsorption Rate 

by Added Solvent.

10% added

Solvents

Sample 皿 Sample N Sample VR

Anili

ne ye
llow 
(%)

o-Nit-

ro an
iline

(%)

Anili
ne ye
llow 
(%)

o-Nit- 

ro an
iline 
(%)

Anili

ne ye
llow 
(%)

o-Nit- 
ro an
iline 
(%)

Benzene 30.71 63. 00 30- 22 61.15 43. 73 76. 68

Methyl

alcohol

Ethyl alcohol

17. 43

22. 08

13. 87

25. 93

16. 70

24. 67

12. 41

20. 37

22. 78

24. 84

17. 88

26. 67

w-Propyl 
alcohol

25. 46 25.19 25. 22 26. 74 25. 03 35. 56

tt-Butyl 
alcohol

26.14 32. 02 24. 52 30. 27 27.11 48.10

n-Amyl 
alcohol

25. 72 40. 00 24. 77 28. 78 31.51 48. 02

Aniline 12.03 11.50 12.19 8. 68 0. 06 7.99

Pyridine 6.82 6. 81 4. 85 4. 30 0. 00 3. 23

Ethyl bromide 27. 22 52. 47 28. 50 47. 91 34. 53 54. 38

Chloroform 26. 34 51. 85 27.16 53. 33 35- 63 65. 93

Carbon tetra
chloride

29. 08 62. 69 28. 75 55. 21 28. 27 70.15

Monochloro 

benzene
27. 81 49. 89 25. 65 47. 36 33.45 6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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酸이 지배한다고 再考된다. 그리고 添加溶劑에 

의한 전체적인 固體酸의 吸着阻害作用의 順은 

amine 類〉alcohol 類〉halogen 化合物 등의 順 

으로 현저하게 차이가 있으며 同族體에 있어서 

는 대 체 적 으로 分子量이 적 을 수록 그 영 향은 크 

다.

이 상과 같은 添加溶劑에 의한 界面張力의 변 

화에 따른 吸着率의 변화에 대하여 考察하여 보 

면, alcohol 類에 있어 吸着阻害作用은 CH&H〉 

C,H5OH>C3H7OH>C4H9OH>C5H11OH 順으로 

流加溶劑의 炭素數의 增加와 더불어 界面張力이 

저하함에도 불구하고 被吸着能은 界面張力에 무 

관계하게 감소(色素吸着實驗原液의 吸着率이 증 

가)하고 있으므로서 완전히 Traube 系列에 逆轉 

現象을 보이고 있다.

이 現象은 界面化學的인 吸着에 지배되지 않 

고 固體酸이 色素를 吸着하기 이 전에 amine 基, 

水酸基와 같은 陰性基의 選擇吸着을 받아서, 즉 

amine 類가 제 일 吸着阻害作用이 큰 것은 3. 1. 에 

서와 같이 강한 鹽基性化合物이므로 酸과 작용 

하여 ammonium 化合物을 형 성 하고, alcohol 類 

도 약한 鹽基性化合物이 므로 酸과 각용하여 ox- 
onium 化合物을 형성하여 白土가 色素에 대하는 

吸着力을 현저히 감소받기 때문이 라고 하는 田 

中 ©의 의견에 일치하는 바이다.

3. 3. Traube 系列의 逆轉現象

Table II 에서 添加溶劑에 의 한。-nitro aniline 
의 色素吸着率 변화(吸着阻害順位)와 그 溶劑의 

双極子能率과의 관계를 Table 皿에 싣고 조사하 

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添加溶劑 C6H5XH2, C2H5Br 등의 몇 예 

외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添加溶劑의 双極子能率 

크기 順으로 吸着阻害現象을 나타내고 있다.

(2) 더 욱이 添加落劑인 alcohol 類를 예 로 들어 

보면 阻害現象의 크기 順位는 ch3oh>c2h5oh 
〉C3H7OH〉C4H2H〉C5HnOH 의 順으로 分子 

量이 증가하고 荻極子能率의 저하에 따라 감소하 

고 있다. 이 것은 固體酸의 alcohol 類 吸着順位라 

고 볼 수 있으므로, Traube 系列의 逆轉現象을 

나타내 고 있다. 따라서 固體酸의 吸着은 그의 双 

極子能率과 깊은 관계가 있는 極性的인 吸着이 

라고 推定된다.

Table Iff Dipole Moments of added Solvent and Inter

fered Order in o-Nitro aniline Dye Adsorption.

Added solvents

Dipolei3) 

moments 
(IO*18 

e. s. u)

Interfered orders

Sample

靈
Sample

17

Sample 

vn

Pyridine 2. 22 1 1 1

Aniline 1.55 2 2 2

Methyl alcohol 1.69 3 3 3

Ethyl alcohol 1.67 5 4 4

w-Propyl alcohol 1.657 4 5 5

乃-Butyl alcohol 1.63 6 7 7

zz-Amyl alcohol 1.65 7 6 6

Ethyl bromide 1. 79 10 9 8

Monochloro

benzene 1.61 8 8 9

Chloroform 0. 95 9 10 10

Carbon tetra
chloride 0. 00 11 11 u

Benzene 0.00 12 12 12

(1)에서 amine 類의 CeHsNH? 가 다른 化合物 

에 比하여 双極子能率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큰 

吸着阻害를 나타내고, 또 halogen 化合物인 

CzH^Br 가 alcohol 類보다 双極子能率이 큰데 도 불 

구하고 吸着阻害가 적은 것은 上記한 바와 같이 

amine 類는 alcohol, halogen 類보다, alcohol 
은 halogen 類보다 鹽基性이 강하므로 각각 固 1S 
酸과 極性吸着한 후 ammonium 및 oxonium 化 

合物을 만들어 白土의 化學的인 힘을 크게 감소 

시켜 色素吸着阻害를 받기 때문이라고 推定된 

다. 그러므로 添加溶劑를 加한 色素溶液에 대한 

固體酸의 吸着은 固體酸과 色素溶液吸着이전에 

강한 陰性基를 가진 添加溶劑와 固體酸의 双極子 

一双極子的인 極性吸着 에 의 하여 吸着되 고 

2차적으로 吸着된 化合物과 固體酸의 化學的인 

작용에 의 하여 固體酸의 化學的 極性力 감퇴 로 色 

素의 吸着率이 저하되어 阻害現象이 일어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Traube 系列의 逆轉現象이 일 

어나는 理由는, 固體酸의 吸着은 界面張力에 지 

배되는, 活性炭의 吸着메카니즘과 다르며 Bhat・ 
nager%"〉, 田中 ®들의 硏究結果와 같이 固疆 

酸의 極性的인 化學性에 의한 吸着이기 때문이 

라고 생각된다.

附記:本論文의 結果考察에서 여러가지로 指 

導助言하여주신 漢陽大學校 崔相案博士님께 깊 

이 感謝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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