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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y the chemical procedure and infra-red spectroscopy, the characteristics of humic acid were studi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Molecular weight. 5,200.

2. Molecular formula. C24oH25[)012oNlo.

3. Rational formula.

C214H222O68N1Q ,

,(—OH)a (phenol)
(—COOH)8
(=CO)4
c—COO—)10R—och】4

4. Confirmation of the accurate structure of humic acid is beyond us nowadays. The structure is 

speculated that it may be a kind of condensed polymer of many benzene kerns in which above 

mentioned various functional groups are attached. Also some part of the lar홍e quantities of oxygen 

would be furan type carbonyl and aliphatic ethereal forms.

緖 論

흄酸이 石炭類의 成因 그 生成過程 및 構造와 密接 

한 關聯性이 있으며 또한 이것이 土壤腐植質로서 土壤 

科學的으로도 重要한 意義가 있어서 흄酸의 性質과 構 

造를 究明하려고 各種方法으로 硏究를 해왔는데 몇가 

지 結合作用基가 確認 報吿되 고는 있으나 아직 도 그 構 

造가 밝혀지지 못하고있는 形便에 있다.

化學的인 方法⑴-⑴이 主로 利用되어오다가 最近에 

는 이와 併行해서 X-ray 回析을 利用한다든가 或은 IR- 

光分松法을 利用 하는 器機分析法⑺72）이 漸次 活潑하 

게 利用되고있다.

韓國產土炭의 흄酸의 性狀究明을 한 報文은 없으며 

本硏究에 있어서 는 Methylation, Acetylation, H-Na 交 

換 等의 反應을 利用하는 化學的方法과 IR-分光分析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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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同時에 利用해서 이를 究明하고자 試圖했다.

實 驗

1. 흡酸의 分子量

100ml容 三角플라스크 에다 第 1報의 方法에 依해서 

1%水酸化나트륨水溶液으로 90°C 에서 1 時間 加熱溶出 

해서 精製한 試料(以下의 各實驗 에서도 같은 試料임) 

100〜300mg 를 精密하게 秤量하고 各其 导NaCl 水 

溶液 20ml式을 넣어서 1週日동안 每日 5 回式 握盪하 

면서 室溫(15°C)으로 放置한다음 거르고 溶液으로부터 

5ml 씩 을 取해 서 H-Na 交換反應으로 生成된 HC1 를
N

'了g-水酸化나트륨水溶液으로 Micro-burette -g- 써 서 滴 

定했다

2. 土炭의 工業및 示性分析과 흠酸의 元素分析

氣乾土炭試料에 關해서 一般工業및 示性分析法에 따 

라서 實施했으며 發熱量은 日本理硏製 斷熱式 熱量計 

를 使用했다. 흄酸의 元素分析中 特히 酸素는 有機素 

分析裝置인 Yanagimot。MOX-lOtype 를 利用 했 다.

3. 各種作用基의 化學分析

3 1. 鹽化當量測定 100ml 容 메 스플라스크에 精 

製試料 約 250mg 을 取하야 精密하게 秤量하고 普水酸 

化칼륨알코올溶液 25ml 를 添加 反應시 킨後 冷却시 키 

고 다음 24%알코올水溶液을 눈금까지 채워서 約 1 日 

間 放置한後 걸른다 i盧液 10ml 를 取해서 0.1N 鹽化水 

素酸으로 滴定鹼化에 消費된 水酸化칼륨의 量으로부터 

試料의 當量을 求한다

3.2. 카르보닐基定量 페닐히드라진法에 依해서 定 

量했다. 卽 糸勺 0.5g의 試料에다 5%페닐히드라진鹽化 

水素酸液 10ml 와 10%Na-acetate 水溶液 15ml 를 添加 

水溶上에 서 約 30分間 還流反應시 키 고 冷却後 濾過 水 

洗乾燥 시 키 는데 同一한 反應을 5回 反復할때 窒素含 

量이 一定値가 되었다. 試料 自體中의 量을 控除한 

窒素量을 無灰로 換算해서 카르보닐基量을 求했다

3.3. 카르복실基 및 페노올性水酸基定量 Alcoholic 

KOH-CO? 方法으로 定量했 다. 卽 試料 0.15〜0. 2g 를 

100ml 容 二角플라스크에 精秤하고 0.1.N 水酸칼륨알 

코올溶液 25ml 를 添加해서 密栓한다음 때때로 振盪하 

면서 室溫(15。。)에 一盡夜 放置한 後 內容物을 遠心 

分離器에 걸고 沈澱物을 99%알코올 10ml 式으로 粉次 

씻은다음에 遠心分離器에 依해서 얻은 上澄液과 99% 

알코을洗液를 合친 것 을 Bromphenol blue 를 Indicator 

로 써서 0.1N 鹽化水素酸으로 滴定했다(A). 다음에 遠 

心分離된 沈澱에 다 85%알코을 40ml 를 添加 6〜7 時間 

CO『gas 를 通過시 키 고 다시 違心分離器에 건 다 이 때 

의 沈澱無을 85%알코올로 粉次씻고 上澄液과 合친다 

음 上記에서 와같이 0.1N 鹽化水素酸으로 滴定한다(B).

(A) 및 (B)操作으로 얻은 酸容積으로부터 計算한다

3.4. 메 톡실基定量 Zeisel 氏法으로 測定했 다. 測

定裝置는 Fig. 1 과 같으며 實驗을 通해서 볼때 Brom

Figure 1. Apparatus for determination of methoxyl 
group.

吸收用管(D,E)에 물을 채우게 되어있는데 이것으르서 

는 Brom 의 捕捉이 不充分해서 Brom 의 完全除去가 不 

可能했다 筆者는 特히 (E)管에 물代身 짙은 Na2S2O3 

水溶液을 채 울때 는 Brom gas 를 完全하게 捕捉하게 되 

어 極히 便利하다는것을 알었다.

3. 5. 아세 틸化 試料 10g 에 0.5N 水酸化칼륨 메 

탄올溶液 80ml 를 添加해서 約 5時間 鹼化한다 이 것 

을 瀆過한것 에 對해 서 같은 操作을 2回反復한後 稀鹽 

化水素酸으로 酸性化한것을 濾過하고 물 메탄을 에테 

르의 順으로 잘 씻고 眞空乾燥시 킨것 5g 에 Anhydrous 

Na-acetate 5g 와 (CH3CO)2O 200ml 를 添加 糸‘J 10 時 

間 還流冷却시켜 아세틸化 한後 一般的인 方法으로 未 

反應의 (CHQO》。를 分解시킨다음 沈澱物을 精製하 

고 眞空乾操器를 써서 말린것에 關해서 아세틸基를 定 

量했다. 卽 아세 틸化物 2〜2. 5g 를 精秤하고 500이 容 

Kjeldahl 플라스크에 取한다음 10%황酸液 100ml 를 添 

加 窒素定量때와 같이 飛沫防止用器를 連結해서 適當 

量의 물을 滴上시 킴 으로써 內容을 恒常 附近으 

로 維持하고 플라스크를 加熱蒸溜 시키는데 溜出液 100 

ml 마다 0. 1N 水酸化나트륨水溶液으로 濫定 其量이 0.



58 金

1ml 로 될때 까지 했다. 糸勺 20回의 滴定이 必要하다.

3. 6. 메 틸化 試料 2g 에 0.5N 水酸化칼륨 메 탄올 

溶液 80ml 를 添加해 서 約 5時間 鹼化한다. 鹼化物을 

잘 洗滌 眞空乾燥한後 CHJ Wml 를 添加 約 8 後間 加 

熱反應시 킨 다. 潼過洗滌한 이 메 틸化物에 다시 0. 2N 

水酸化칼륨 메 탄올溶液 20ml 를 添加해서 約 5 時間 鹼 

化한다.

以上의 메 륨化 操作을 4回反復한後 끝으로 稀鹽化 

水素酸으로 酸性化 한것을 濾過하고 물 메탄올 에테르 

의 順으로 잘 씻고 眞空乾燥시킨것에 關해서 上記한 

Zeisel 氏의 메톡실基定量法에 따라서 結合게특실基量

源 澤 大韓化學會誌

을 定量한다

結果 및 考察

1- 흄酸의 分子量 至今까지 發表된 흄酸의 分子 

量은 그 Origin 이 나 測定方法 等에 따라서 極히 廣範 

圍해서 300〜9,000에 이 른다.

實驗結果 解離가 容易한 1 個의 -COOH 基가 含有된 

다는것과 흄酸의 많은 酸性基가 極히 難解離性이 라는 

것 이 報吿되 어 있으며 또한 H-Ca 交換硏究結果 이 온化 

할수있는 日 가 -COOH 型이고 이것이 質量作用의 法則 

에 잘 따른다는것을 認定報吿하고있는點 等을 考慮해

reaction of humic acid.Table 1. H-Na exchange

—-------- Sample(mg)
—--

Item J --___ _
100 150 200 25。 300

0- IN. Nad added(c. c) 20 20 20 20 20

N 厂、5 required for titration
WNaOH (c. c) 0. 318 0. 42 0. 531 0-594 0. 683

Exchanged Na+(10~2)meq 1. 275 1. 684 2. 116 2. 376 2- 732

Remained Na+meq 1. 987 1.983 1. 979 1.976 1. 9762

〔Na+〕(10-1N) in solution 0. 9936 0. 9916 0. 9894 0. 9881 0. 9881

N
※-jG5~NaOH Solution _&=0. 978

Table 2. Conversion of exchanged Na+ into unit 
volume.

Sample Converted 
into (g//) Exchanged Na+(10~2)

0. lg/20cc 5-Og/Z 1. 275meq/흠/2

0. 15 〃 7.5 ” 1.122 ”

0.2 " 10.0 “ 1.058 "

0.25 h 12.5 " 0.95 “

0.3 ” 15.0 " 0.91 "

서 交換法으로 分子量을 測定했다.

實驗結果는 Table 1 과 같은데 이 結果에 依據 單位 

濃度 (g〃)當 交換 Na+(10“)當量(meq/g〃) 으로 換算 

한 Table 2 의 結果를 對粉座表圖 Fig. 2 로 해 서 無限 

稀釋下에서 完全解離하였을때의 當量을 圖面으로 求하 

면 다음과 같다.

交換 Na+의 單位容積當 換算表인 Table 2에 있어서 

交換 Na+(10“)meq/g〃 는 各 濃度上에서 試料。. lg 式 

이 H-Na 交換을 한 量을 말하는데 試料 0.1g 의 當量 

을 Fig. 2로 求하면 L67meq/0.1g 가 된다. 따라서 分 

子量 “"는 -쓸卜 =1.67乂1(厂5 MW&000

이 것을 無灰로 換算한 흄酸의 分子量은 約 5,200이 

된다.

이 H-Na 交換反應이 質量作用의 法則에 잘 適合되 는 

지를 보면 흄酸의 一般式을 Hm( —COOH)로서 表示할 

때 各 Sample 量예 對한 K 의 값이 (K°q=2. 5 x 10, 

K°.i5=2.3xl()T, Ko.2-2.6x1O-\ Ko.25-2. 3x IO"1, 

Kd.3=2.4xHL) 거의 一致되 어 質量作用의 法則에 따 

른다는것을 보여준다.

Figr 2. Exchanged Na+ equivalent of humic acid in 
H-Na eschange r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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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土炭의 工業 및 示性分析結果와 홈酸의 元素分析 

結果 및 分子式

土炭의 工業工析結果는 Table 3. 示性分析結果는 

Table 4. 와같으며 土炭으로부터 分離한 炭分의 分析

Table 3. Industrial analysis of peat.

、、\ Item

Sample

No 1

! Moisture
(%) Ash (%)

Volatile 
matters 

(%)

Fixed 
Carbon 

(%)

Calorific 
power 
(kcal/kg)

11. 3 33. 5 37.9 17. 3 3,476

2 13.7 33.6 38.7 13.4 2,851

3 13. 3 28.6 23.9 34. 1 3. 482

Table 4. Compositions of peat. (%)

Cellulose Humic acid
Sample :

Bitumen

yo. 1 4. 50 4. 31 63. 21

2 1 3, 93 14. 23 45. 08

3 7. 21 11. 42 45. 31

5- Ash analysis of peat. (%)
、Item

Sample *
s;o2 AI2O3 FI2O3 CaO MgO so3

No. 1 63. 67 21. 80 3. 90 0. 98 0. 65 4. 21

2 58- 86 20. 52 3. 90 2. 10 1. 01 6. 53

3 56. 92 17. 90 4. 50 2- 71 1. 11 7.86

T금ble. 6 Elemental analysis of humic acid.

Number of
... run 

Element '
1 2 3 mean Converted 

Into nonash

c 47. 47 47. 59 47. 02 47. 36 55.91

H 4. 06 3. 94 4. 09 4- 03 4. 75

N 2.09 2. 38 2. 33 2. 27 2. 67

O 30. 84 31. 37 30. 96 31. 06 36. 67

結果는 Table 5 와 같다. Table 6 에 홈酸의 元素分析 

結果와 이것을 無灰로 換算한 값을 表示했다. 元素分 

析結杲와 1項으로얻은 分子量으로부터 흠酸의 分子式 

을(丄(日259。1£繹］()으로 推定했다.

3- 各種作用의 定교結果

3.1. 鹼化當量 測定結果(흄酸 - 分子中에 結合된 酸性 

基 및 鹼化結果 鹽을 生成하는 基의 總數)

實驗結果는 Table 7 과같다. 흄酸의 分子量(5, 200) 

으로부터 1 分子中에 含有되는 酸性基 및 鹼化結果 鹽 

을 生或하는 基의 數는 36個가 된다.

3. 2. 카르보닐 基 定量結果

生成된페 닐 히 드라존의 窒素定量結果든 Table 8과

Table 7. Saponification equivalent cf humic acids.

Sample(g)

Item
0. 2594 0. 2514 Mean

Value

ml. of 0.1N HC1 titrated, 
(c. c) 1. 95 3. 10

ml. of 0. IN Hcl titrated 
at blanktest (c. c) 3.50 4.57

Reacted KOH (g) 0. 086955 0- 082467

Saponification equivalent 167. 171. 169.

Converted into-non ash, 
ditto

1 
■ 146

Table 8. Nitrogen determination of phenylhdrazone.

\Nvmber of reaction time

Item —------

1
4 5 Mean 

value

Total N after reaction (%) 3. 94 3- 95

N in sample (%) 1- 69! 1. 69

N of phenyl hydrazone (%) 2. 25 2. 26 2. 25(%)

N converted into non ash 1 2. 00(%)

같다. 이 結果로부터 카르보닐를 計算하면 4個가 結 

合된 結果가 된다.

3. 3. 카르복실基 및 페 노올性 水酸基 定量結果

實驗項에서 記述한 操作(A)에 依해서 試料 100g 中 

에 있는 카르복실基와 페노을性 水酸基의 中和에 所要 

된 1N 鹽化水素酸의 量 A(Z)를 計算하먼 0.4416 이 되 

며 操作(B)에 依해 서 試料 100g 中의 페 노올性水酸基 

의 中和에 所要된 1N 鹽化水素酸의 量 B(Z)는 0・1788 

이 된다. 따라서 各其의 酸素含虽(%)은 다음과 같이 

된다.

j페노올性水酸基, 酸素含量(%) = 16xB=2.86
［카르복실基 酸素含量(%)=32x(A—B)=8.37

이 들을 無灰로 換算하고 흄酸의 分子量(5,200)에 依 

해서 1分子中의 페노올性水酸基 및 카르복실基數를求 

하면 合其 7.64 및 8. 3 이듼다.

卽 -OH(phenol) 및 一COOH 基가 흄酸 1 分子中에 

各 8個各 式結되어 있을것으로 본다.

3. 4. 메 톡실基 定量結果

0. IN. Nag/A 水溶液의 所要滴定數는 Table 9 와 같 

다. 滴定에 消費된 0. IN, Na2S2O3 水溶液의 容積으로

Table. 9. Determination of methoxyl group.

Sample (g)

Item Jjj一一

1
0. 0827

2
0. 0945

ml of 0. 1 N. NO2S2O3 titrated 
(c. c) 42.7 56.0

ditto at blakt test (c. c) 4-3 4. 3

factor of 0.1N. Na2S2O3 solution 0- 985 0. 985



60 金 源 澤 大韓化學會誌

Table. 10. Methoxyl groups of humic acid.

---------- Sample

Contents f-—_
I n mean

-och3 (%) 2. 06 2. 42 2. 24

부터 計算한 結果를 無灰로 換算하면 Table 10과 같 

다. 따라서 흄酸의 分子量（5, 200）으로부터 메 톡실基數 

를 計算하면 흄酸 1分子에 4個가 結合되어 있는 結果 

가 된다.

3. 5. 락톤基 定量結果

흄酸 1分子中에 있는 酸化基 및 鹼化結果 鹽을 生 

成하는 作用基 36個로부터 定量된 （一OH）8（phenol）와 

（-COOH為 를 除外하면 鹼化溶結 鹽을 生成하게될 其 

他基가20個 溶合되어 있다는 計算이된다. Lactone 

ring 는 加水分解結果（―COOH） 및 （―OH）로 分解되

O
II

므로 （一C—0—）m 으로 假想하고 이 것의 分解로 生成 

될 （一OH）拇 및 이미 定量된것과의 合計 （一OH>8 

의 메 틸 化物과 元來含有된 （一 OCH》와를 合친 

（―OCH》2 를 確認해보고 한便 上計 （一0H）m 과 各 

種카르보닐基 或은 其他部分에서 일어나게될 아세틸化 

物에 關해서 아세틸基의 定量과 그 分子量을 測定해서

Table 11. Acetyl group of humic acid

Samole (g) 2. 0004

Volume of 0. IN NaOH (c. c) 104.4

Factor 〃 1. 02

CH3CO - (%) 22.9

Converted into non ash 19.9

計算値와 比較하는 두가지方法으로 락톤基含量을 決定 

했다.

① 아세틸化物 定量結果

o. 1N 水酸化나트륨水溶液에 依한 滴定總量에 依해서 

算出한 아세틸基 含量은 Table 11과 같다. （一OCOC 

에 相當하다.

아세틸化흄酸의 分子量을 흄酸에서와 같이 H-Na 交 

換法으로 測定한 結果는 Table 12 와 같다. 이 結果를 

흄酸의 分子量計算때 와같이 濃度（g〃）對 當量（meq/0. 1 

g）의 座表로 表示하면 Table 13 및 Fig. 3 과 같고 이

Table 12. H-Na exchange reaction of acetylated 
humic acid.

Sample(mg)

Item
100 150 200 250 390

0. IN NaCl added (cc) 20 20 20 20 20

Volume of N/100 NaOH 
Solution required for 
titration (c. c)

0- 3012 0. 3945 0- 497 0. 537 0. 663

Exchanged Na+ (10-3)meq 1. 205 1. 578 1. 988 2.148 2. 654

Remained Na+ meq 1. 98히 L 98421. 9801 1. 97851. 9734

[Na+] (10-1N) in solution 0. 9938(0. 9921)0. 9901 0. 98930. 98671

Table 13. Conversion of exchanged Na+ into unit 
Volume.

Sample Converted into g/Z Exchanged Na- 
(w-2)

0- lg/20cc 5g/Z 1. 205meq/g/l

0. 15 ，/ 7.5〃 1.052 “

0.2 “ 10 “ 0.944 "

0.25 “ 12.5v 0.859 “

0- 3 〃 15 ” 0.885 ”

Fig. 3, Exchanged Na+ equivalent of acetylated 
humic acid in H-Na exchange reaction

때 얻어지는 값으로 分子量을 計算하면

쓰&=L58xlOH MM6, 300

이 H-Na 交換反應이 質量作用의 法則에 잘適用되 는 

지를 보면 K 의 값이 Ko,i—3. 8X10~1, Ko.is—3- 2x 

W1, K„.2=3.4x10'1, K„.25=2.6x10"1 Ky=3.4x 

KT 으로 0.25g/20ml 하는 거 의 一致된 다.

分子量의 上記 實驗値와 아세틸基가 22個結合된 것 

의 分子量의 計算値를 比較하면 Table 14 와 같으며 大 

體로 一致된다.

② 메틸化物 定量結果

흄酸에 22個의 메톡실基가 結合되었을때의 理論上 

分子量 約 5, 630 으로부터 計算上 얻어지는 메톡실基 

含量에 對한 計算値와 實驗値는 Table 15 와 같다. 大 

體로 計算値와 비슷하다고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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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4. Number of Acetylgroup and Molecular 
Weight of Acetylated humic acid.

Number of 
-OAc

OAc(%) Molecular Weight

Calculated Observed Calculated Observed

22-OAc 21.5 19.9 6.311 6. 329

Table 15. Methoxyl group of methylated humic acid.

Sample (g)

Item
0. 0516

ml. of 0. IN NasSsOs solution titrated, (ml) 36.0

Factor of 0- IN Na2S2O3 Solution 0. 973

Content of methoxyl group (%) Observed. 11. 99

Content of methoxyl group (96) Calculated 12.11

O
【I

以上 ①및 ②의 結果로 보아서 假想했든 (一C—O—)w 

이 適合한것으로 생각된다.

4. IR•分光分析結果

1% 水酸化나트륨水溶液으로 1時間 90°C 에서 拌攪 

洛出해서 精製한 試料의 spectrum 는 Fig. 4와 같다. 

測寶方法은 第 1報에 있으나 使用한分光分析器가 다르 

다. Fig. 4 에서 볼수 있는 主要 k으y bond 는 2. 95夂(3, 

413cm-1) 3.5卩(2,923cnr】)3.6.^(2,850cm'1) 4. 3户(2, 

336cm~]) 6. 29^(1, 615cm-1) 6. 7/^(1, 501cm"1) 6. 9心 

450cm-1) 7. 0以1,419cmT) 7. 39心 360cmi) 8・ 57“ 

(1,150cm-1) 9. 65/XI, 031cm-1) 10. 95^(909cm'9 12. 

54#(793cmT) 및 13. 如(750"】)等이 다. 이 들은 Colt-

hup 의 特殊吸收帶表나 L. J. Bellamy 의 解釋 其他 흄 

酸의 IR-分光分析에 依한 몇가지 作用基의 存在를 報 

吿한 Bergmann" 藤井Moschopedis(11), Ceh"?)等 

의 報文으로 보아서 筆者가 化學實驗으로 確認한 各穗 

作用基의 存在를 實證하는 뒷받침이 된다고 본다.

結 論

以上의 結果를 綜合檢討하여 다음과같이 結論 지 었

다.

흄酸의 5, 200

2. 흄酸의 分子式

3- 흄酸의 示性式

分子量

。24(日250。12钏1(

。21归222。684"」)

(—OH)8(phenol)
(―COOH)8
(〉CO)4o
(-co10 1(一(河)4

4. 흄酸의 構造는 極히 複雜해서 式으로 表示할 수 없

으나 C:H=1：1 로 보아서 3의 各 作用基가 芳香族

環 卽 Beuzene 核들에 結合된 縮合體 일것으로 多量 

含有된 酸素는 一部 후란環狀 및 脂肪族 에테르型으 

로 結合 되어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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