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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daptabilities of various nitrohumates (-K, —Na and —NH4 salt) as a soil conditioner and a 
raw material for soluble phosphatic fertilizer were studied.

1. Nitrohumates (especialy —NH4salt) protect the soil from fissures and control the phosphoric acid 
adsorptive functions of soils considerably.

2. Most effective nitrohumic acids as a soil conditioner were prepared with 15% HNO3 solution 
composed of five times of original humic acids (by weight) at 80°C for 2 hrs under continuous 
stirring.

3- When 50% (by weight) of NH4-nitrohumate were added to apatites in water and boiled for 2 hrs, 
maximum 26% of P2O5 (apatite contains 37% of P2O5) were changed into water soluble forms.

緖 論

石炭化學에 있어서의 흄酸 이라는 術語와 土壤學에 

서의 腐植（或은 腐蝕酸）이 라는 用語는 이들 2個用語 

로 表現되는 物質間의 相互類似性 或은 相異性이 若干 

曖昧한 點이 있지만 그 硏究의 根源을 歷史的으로 살 

펴볼때는 兩者間에 共通性이 있으면서도 各其 獨自的 

인 目的과 方法으로 오랜時日동안 別途로 硏究가 進行 

되어왔다. 卽 地力의 支配者의 하나로서 評價되는 土 

壤中의 腐植은 石炭으로부터 얻은 흄酸과 그 元素組成 

이 極히 類似하다. 이 點으로보아도 石炭으로부터 얻 

은 흄酸을 土壤 特히 農土의 土質改良劑르서 利用하려 

는 것은 自然的인 흐름이라고 볼 수있다

合成土壤改良劑의 生產과 利用이 世界的인 傾向이고 

또한 効力을 많이 보고 있는 實情下에 國內生產品 

이 全然 없다는點과 農業國家인 韓國의 農土가 退廢化 

해가고 있다는點 等을 考慮해서 土攘改良劑로서의 活 

用을 試圖해 보았다. 土攘改良劑로서의 機能은 여러가 

지가 있을수 있으나 本硏究에서는 土壤에 對한 이들 의 

團粒性 또는 保水性의 增進程度를 알기 爲해서 龜裂防 

止効能을 試驗하고 同時에 이들의 土壤의 燐酸分 吸收 

固定作用을 抑制하는 効能을 試驗했다. 이것은 燐肥의 

施肥効果가 낮은 原因中 하나를 解決해주기 때문이다. 

한便 肥料 3要素中 N 와 K 의 施肥効率이 60〜7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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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率인데 對해서 一般 燐酸質肥料의 効率이 10〜15% 
의 低率이고 殘効까지를 合算해서도 20%를 넘지못한 

다는 缺點이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事實인바 이를 改 

善할 意圖에서 니트로흏酸鹽의 添加에 依한 燐灰石中 

燐酸分의 可溶性化 試驗을 했다.

흄酸의 利用에 關해서는 Martin。〉, Sherwood。）, 樋 

口 等의 硏究가 있 다.

* 験

1• 흠酸 第1報에서 發表한 豫備處理와 最高收率 

（約 40%）을 낸 條件（1% NaOH 水溶液으로 90°C 에 서 

1 時間 加熱溶出）으로 얻은 것으로부터 同一한 精製法 

으로 얻었다.

2. 粘土 慶北永同地方產으로 150mesh 程度로 粉碎

空乾한 것을 原土로 使用했다.

3. 燐灰石 美國 Florida 產으로 P2O5 含量 37. 17% 
이다.

4. 니 트로흄酸鹽 製造 Nitration 用 HNQ, 의 農度 

는 5%, 10% 및 15%의 3 種으로하고 農度 70°C 와 

80°C 에서 所定時間 加熱攪拌反應 시 킨 다음 沈澱物을 

Centrifuge 를 써 서 分離시 키 고 1% 鹽化水素酸 다음에 

水洗의 順으로 洗液이 褐色을 나타내지 않을때까지 씻 

고 air bath 中에서 80°C 以下로 乾燥시 킨것의 重量은 

Solid yield 로 했다. 흠酸을 15% HNQ 로 80°C 에서 

加溫處理할 때 는 53°C 附近에서 부터 褐色의 過酸化窒 

素 gas 를 主로하는 發泡가 始作되 고 發泡開始 30分間 

起泡가 甚한데 漸次 褐色 gas 量이 減少되 면서 약 2. 5 
時間 繼續되고 終末에는 無色의 풀냄새같은 臭氣를 내 

는 gas 가 나오게 된 다.

HNO, 의 農度가 낮을수록 發泡開始溫度가 높아지 는 

데 10%, HN0, 때는 60°C, 5% HNO3 때는 65°C 에서 

始作되며 發泡와 同時에 猛烈한 發熱이 隨伴된다.

Table 1. Elemental analysis of solid substances and 
humic acid.

No 成％) C(%) N(%) 0(%) ash(%)

1 4.86 41.17 8. 36 26. 44 18.04

2 4. 82 40- 79 8.28 26. 31 18.04

3 4. 95 41.27 8. 07 25. 82 18.01

Humic acid 4-06 47.47 2- 09 30. 84 13. 04

Solid substances 의 收率은 Table. 1 과 같다. 이 表中 

No. 1, 2, 및 3 에서 얻은 Solid substances 를 元素分 

析한 結果는 Table 2 와 같다. Acetone 可溶性인 니 트 

로흄酸을 Solid substances 로부터 抽出해서 얻은 結果 

는 Table. 3 과 같다. 抽出된 所謂 "Nitrohumic acid” 
는 그 外觀이 黃褐色의 無定形物質 이 었으며 Ether,

10 and 5% of HNO3 at 80°C, and 70°C.
Table 2. Yields of solid substances nitrated with 15,

No Humicacid
(g)

concentration 
of HNOK%)

VolumejTemp. of 
of HN03!reaction

(ml) 1 (°C)

Yield of 
solid
(%)

1 3 15 15 80 75-5
2 3 15 15 70 76.4
3 3 10 15 80 75-4

4 3 10 15 70 77.5
5 3 5 15 80 77-8
6 3 5 15 70 78-4

Table 3. Yield of nitrohumic acid extracted from 
solid substances.

No Solid substance
(g)

Nitrohumic acid 
extracted Yield(%)

1 6 2- 4(g) 40.0
3 6 2.2 36.6
5 6 2-0 33.3

Benzene, Petroleum ether 에 不溶性 Ethanol, Methanol 
에 若干 可溶性 이었다.

니트로흄酸을 稀 NHQH 或은 稀 KOH 및 NaOH 水 

溶液으로 中和해서 얻어진 NH4—, K— 및 Na-introh- 
umate 는 金屬光澤의 짙은 黑色의 极狀結品이었다. 但 

다윽의 各 利用試驗에서 使用한 니트로흠酸鹽들은 S이id 
substances（平均 有効니트로흄酸含量 約 33%）로부터 

直接 中和에 依해서 얻은 것이다.

5. 土壤의 龜裂防止 効能試驗 原土 各 80g 式을 

Petrie dish 에 담고 이 에 各 該當量의 添加物을 添加混 

合한 後에 물 36ml 式을 少量式 注加하면서 잘 混練해 

서 滿 3 日間 直射光을 避하고 室內에 放置한다. 每回 

5組式을 試驗했는데 寫眞은 每回試驗組中 1組만을 이 

에 揭載했다. 龜裂防止効果는 肉眼判定으로 龜裂祖의 

大小에 依하였고 以下에서 Control 은 原土 8四 에 물 

36ml 를 添加 살 混練한 것이 다.

添加할 니트로흄酸의 製造條件의 影響도 살피기 爲 

해서 다음과같은 여 러條件것을 NH,一, Na—또는 K— 
鹽으로해서 添加試驗했다. HNQ 使用量은 原料흉酸의 

5倍重量들이 었으며 HNQ 의 農度, 反應溫度 및 攪拌 

時間만을 表示하면 Table. 4와 같다.

Table 4. Various Nitration Conditions

6. 土壤의 燐酸分 吸收固定作用 抑制効能試驗

Nitro humic acid

Item
A B C D E F G H

concentration of HNO3 
(%) 15 15 10 15 10 5 15, 10

Temperature of 
reaction (°C) 80 80 80 80 80 80 70

Time of reaction (hr) 2 2 2 1 1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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土壤의 燐酸分 吸收力試驗은 다음과 같은 日本土性調査 

法에 따라서 했다.

2. 5% Sodium phosphate solution;—Sodium phosphate 
dibasic 12 hydrate 計算量을 蒸溜水에 녹이고 10%程 

度의 NH4OH 或은 H3PO4 로 正確하게 pH=7. 0 으로 調 

節했다. 本液中의 RQs 의 含量은 0. 686g/100ml 이 었 

다.

操作 ； 原土 50g 를 250ml 溶 三角플라스크에 取하 

고 上記試藥 100ml 를 넣어서 密栓하고 때때로 振盪 24 
時間後 乾燥濾紙(105。。에서 2〜3 時間 乾燥後 Desicc
ator 中에 옮겨 冷却한것을 使用했는데 이 濾紙를 濾斗 

에다 密着시키기 爲한 적시는 操作을 하지 않았으며 또 

한 始初의 濾液 10〜20ml 는 放棄했다) 를 써 서 걸른 

다. 濾液 20ml 를 取해 서 200ml mess flask 에 넣 어 서 

蒸溜水로서 定容으로 한다음 잘 振盪混合하였다. 本液 

各 20ml 式은 써 서 PQs 含量을 測定 하였 다.

7-燐灰石中燐酸分可溶性化試驗

加熱處理方法 ； 燐灰石粉末 1. 5g 에 흄酸의 5 倍重量 

의 Table 4 에 表示된 製法(B)로 얻은 니트로훔酸 或 

은 그 K-, Na— 및 NH,一■鹽을 各其 所定量式 添加 

蒸溜水 100ml 를 부어 서 2時間동안 끓인後 거 르고 濾 

液에 關해서는 水溶性燐酸分을 殘留物에 關해서는 枸 

溶性燐酸分을 定量했다.

常溫處理方法 ； 一燐灰石粉末 3g 에 흄酸, 흄酸의 

NH,—, K—, 및 Na—各鹽, 니트로흄酸, 니트로흄酸 

의 NH-, K- 및 Na—各鹽, 所定量式을 混合 蒸溜 

水 25ml 를 注加 試驗管內에 密封하고 每 日 午 前午後 

에 1 回 1 分回式 振盪한다. 室溫下에(平均 12°C) 滿 

40 日 間 放置했다. Control 로서 는 燐灰石粉末 3g 에 蒸 

溜水 25ml 를 넣어 密封한 試驗管을 上記와 同一한 操 

作으로 處理하고 分析했다.

結果 및 考察

1- 土壤의 龜裂防止効能 試驗結果

1-(1) 니트로흄酸鹽의 種別, 添加量別, 効能比較試 

驗

a) Fig. 1 에 表示된것으로 니 트로흄酸을 Table 4. 의 

各方法으로 얻은 것의 NH,一鹽을 原土重量에 對해서 

各 0.15%量式 添加해서 試驗했다.

Table 5. 은 Fig. 1 의 各 Petrie dish 에 記入된 記號 

를 說明한 것으로 記號一은 Control 이 다. 製造種別 効 

能比較 目的임.

b) 니트로흄酸의 製造條件 E 로 만든 各種 니트로흄 

酸鹽의 種別 添加量別 影響을 보기 爲한것으로 이들의 

記號別 內譯은 Table 6. 과 같으며 그 結果를 찍은것이

NH4-nitrohumate8 (0.15% by wt.) prepared 
by many different processes to soil.

Table. 5. Representative symbols of manufacturing 
processes of nitrohumic acids.

Details of Comlitiuns are on the Table 5.

Symbols of 
Petrie dishes ② ③ ④ ⑤ 1⑥ ⑦ ⑧ ⑨
Nitration 
Conditions A B c D E G F H

Table 6. Symbols of each samples
竺dition (%)

Nitrohumate^^^
0- 05 0-1 0-15 0.2 0.3 0.5

NH4-salt ⑩ ⑪ ⑪ ⑬ ⑪ ⑮

Na-Salt 1 2 3 4 5 6
K-Salt 7 8 9 10 11 12

Fig. 2- Protective effect test against fissures. Mixing
different quantities of K—, Na— or NH4— 
nitrohumates to soil.

Fig. 2 가 된다. a)및 b)試驗 結果의 龜裂防止能順은 

Table 7. 과 같다. 順位中 1 이 가장 防止能이 큰것이 다. 

〔考察〕以上을 比較檢討하면 다음과 같다.

(1) 니 트로흄酸의 製造條件은 15% HNC>3(흄酸의 5倍重 

量使用) 80°C, 2時間反應것이 가장 좋고 다음은 10 
% HNO3, 70°C 1時間反應 條件順으로 그 効能이

* 이하 그림에 표시된 한자는 원속의 숫자와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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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Order of protective function against fissures

Order
一f.、

A dd i t i on( % 广''''、
1 2 3

none 笆(B) ⑨(H) —(control)

0. 05(%) ⑩(—NHQ 1(—Na) 7(-K)

0-1 (%) ⑪(一NHQ 2(—Na) 8( 一 K)

0-15(%) ⑫(一NHQ 3(—Na) 9(—K)

0.2 (%) ⑬(_nhq 10(-K) 4(—Na)

0.3 (%) ⑭(―NHQ 5(~Na) ll(-K)

低下된다.

(2) 鹽의 種別로 보아서는 NH,—鹽이 効能이 最良이고 

Na—, K一鹽順으로 低下된다.

(3) NR一鹽의 添加量은 적 을수록 効果的인데 0. 05% 
가 最良이고 0.3%以上 添加時는 逆効가 난다.

(4) NH4- Na— 및 K—鹽中 어 느것이 나 添加量 0. 3% 

以上인 때는 逆効가 나는데 그 中에서도 K—鹽은 如 

何한 添加量에서도 逆効가 난다.

Table 8. Symbols of protective effects test
'\^Addition (%) Ca(OH)-2 CaSiO.

Nitrohumate^\ 0 0.15 0.3 0- 45 10- 15 。쇠
NH4-Salt(0.15%) ① ② ③ ④ 1 2| 3 4
K-Salt(0-15%) ⑤ © ⑦ ⑧ 6 7 8
Na-Salt(f). 15%) ⑨ ⑩ © 唸 10 11 12

Tabic 9. Chemical compositions of wollastonite.

CaO SiO2 MgO MnO r2o3 Ig.L.

44.9% 49-3% 0. 25% 0-46% 2.07% 2. 27%

1 — (2). 니트로흄酸鹽의 種別 Ca(OH)2 및 CaSiQ 添 

加量別効能比較試驗

Fig. 3- Protective effect test against fissures.
Mixing K—, Ka— or NH4— nitrohumates 
(0.15%by wt) and different quantities of Ca 
(OH)? or CaSiO3 to soil.

a) Ca(OH)2 를 0. 15, 0. 3 및 0. 45%의 3 種添加試驗한 

것 으로 Table 8의 記號②〜⑫;에 該當하며 記號①, 

⑤및 ⑨는 各其 鹽 0.15%만을 添加한 것이다

b) CaSiQ, 를 0.15, 0. 3 및 0. 45%의 3 種添加試驗한 

것 으로 Table 8 의 記號 2〜12 에 該當된 다.

a) 및 b)試驗에서 의 記號別內譯은 Table 8과 같으 

며 結果는 Fig. 3 으로 表示되 고 龜裂防止 効能順 

은 Table 10 과 같다.

Table 10. Orders of protective effects against 
fissures.

Order 1
2 3 4 5

Fissures 'i 1

Protective effect ⑤ ③ ②

〔考察〕NH4― K一, 및 Na—鹽의 原土量에 對한 添 

加量을 一定하게 할때 (0. 15%) Ca(OH)z 或은 CaSiO3 
의 添加量別 効果를 보면

(1) 添加劑 Ca(OH)2 가 CaSiQ 보다 越等하게 有効 

하다.

(2) Na一〉K一〉NIL一鹽 順으로 効果가 있는데 그 

中 原土에 對해서 Na—鹽 0.15%, Ca(OH)2 0.15 
% 添加時 特히 有効하다.

Fig. 4. Protective effect test against fissures. Mixing 
each kind of nitrohumates (0.15% by wt.) 
and only Ca(OH) orvarious proportions of 
Ca(OH)2 and CaSiO3 mixture to soil.

Table 11. Symbols of protective effects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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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Orders of protective effects against fissures
Order

Fissures
1 2 3 4 5

Protective effect ⑧ ② ①

(3) Ca(OH> 添加量이 原土의 0.3%以上일때는 逆効果 

가 나타난다.

1- (3). 各種 니 트로흄酸鹽에 Ca(OH> 單獨 或은 

Ca(OH)2 와 CaSiO3 混合物 添加時 効能比較式驗

試驗結果는 Fig.4•와 같으며 이때의 記號別 內譯은 

Table 11. 과 같다. 이 結果에 따라서 亀裂防止 効能 

順을 보면 Table 12. 와 같다.

〔考察〕以上의 結果를 比較檢討하면 다음과 같다.

<1) Ca(OH)2 는 니트로흄酸鹽의 添加없는 單獨添加로 

서는 龜裂防止에 아무런 効果가 없다.

<2) 니트로훔酸鹽에 Ca(OH>單獨添加時보다 Ca(OH)/ 
CaSiO3(l：3) 混合物 添加時 가장 効能이 좋다.

<3) NH<-或은 K一鹽 0.15%에 Ca(OH)2：CaSiCg(l：3) 
混合物을 0.15%添加時 効果가 좋다. 이는 韓國의 農 

土가 大部分 酸性化된 點을 생각할때 Ca(OH), 에 依 

한 中和라는 二重의 効果가 있다는 見地에서 좋은點 

이라고 생각된다.

2- 土壤의 燐酸分 吸收固定作用 抑制効能試驗結果 

緖論에서 記述한바와같이 燐肥의 施肥効果가 낮은 原

Table 13- Absorption efficiency of H3PO4 
( 미，sorbed P2O5 mg ) 
\ clay 100g /

Quantity

Addition to clay
0(%) 0. 2(%) 0.3(%) 0.4(%)

1. NH<-Humate — 712 624 567.4
2 Na— 〃 — 710 640 624
3 K— “ — 709 616 490
4. NH<-Nitrohumate — 706 556 216
5 Na— tr 一 710 510 320
*6. K— h — 712 524 350
7 Humic acid - 700 635 490
.8. None. 720 — —

因中의 하나가 土壤이 燐酸分을 吸收固定하는 性質이 

있는데도 있으므로 土壤의 이러한 性質을 抑制시킴으 

로써 施肥効果를 높이는데 目的이있다. 實驗操作에서 

말한바와같은 方法으로 얻 은 結果는 Table 13- 과 같다, 

이 結果로 볼때 니트로흄酸암모늄을 0. 4% 添加時 抑 

制効能이 가장커서 無添加時의 糸勺 3.5倍의 効能이 있 

음을 보여주었다.

3. 燐灰石中 燐酸質의 可溶性化 試驗結果

各種니트로흄酸鹽을 燐灰石에 添加 加熱處理해서 얻 

은 結果는 Table 14와 같으며 常溫下에 滿 40 日間 放 

置해서 얻은結果는 Table 15와 같다.

Table 14- Soluble H3PO4 of Apatite.

〜 Item

Addition to Apatite

H3PO4
Soluble in 

water(% via 
total P2O5)

Soluble in 
citric acid 

(%)

Total 
(% via 
total 
p2o5)

Nitrohumic acid 5% 0. 115 14. 43 14. 55
25〃 0. 378 12. 06 12- 44
50〃 0. 469 10. 44 10.91

100〃 0. 451 10- 31 10. 76
K-nitrohumate 5" 0- 103 19. 04 19. 14

25〃 0. 172 19. 52 19. 69
50〃 0. 203 20-21 23. 41

100 〃 0. 275 19. 94 2J. 22
Na-nitrohumate 5〃 0- 313 22. 41 22. 72

25〃 0- 707 22. 03 22. 74
1. 237 21. 0() 22. 24

100” 2. 68 22. 62 25. 30
NH4-nitrohumate 5 〃 0. 354 24.84 25. 19

25 “ 1. 07 21- 69 22. 76
50〃 1.64 21. 81 23. 45

100 “ 2.695 23. 12 25. 82

〔考察〕

(1) 燐灰石의 加熱에 依한 可性溶化効能이 가장 큰것은 

NH,一鹽이 고 다음은 Na-, K-鹽의 順이다.

(2) 可■溶性化때 添加되는 量에는 큰 關係가 없으며 

NH,-鹽을 添加時 最高 約 26%까지 可溶性化되 었 

다. 이것을 前記 燐酸分 吸收抑制効能과 아울러 생 

각할때는 實際 施肥効果는 相當히 높아질 것으로 본

Table 15. Soluble H3PO, of Apatite at Room Temperature.

7^頌—夂 uantity

.Addition '、一-----

20% 50%

P2O5 Water 
soluble (%)

P2O5, Citric 
acid soluble (%)

Total P2O5, 
s이uble (%)

P2O5, water 
soluble (%)

P2O5, Citric 
acid soluble (%)

Total P2O5, 
soluble (%)

NH<-Humate 2.58 3. 78 6.36 0.96 2- 63 3. 58

Na- if 2. 19 3. 78 5-97 0. 32 3. 31 3- 63

K // 1-71 3-98 5.69 0. 32 2. 85 3. 17

NH<-nitrohumate 0.95 4. 03 4. 95 0- 59 3. 05 3. 64

Na- >f 0.70 3. 90 4.60 0. 51 2.88 3. 39

K- // 1.62 4. 24 5. 86 1.81 3- 34 5- 15

Humic acid 2-00 4. 02 6. 02 1. 13 3. 21 4.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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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可溶性化中 枸性化効能은 添加量의 多少가 特히 큰 

影響을 미치지 않는다.

<4) 常溫下에서는 加熱處理時에 比하여 約 書程度의 可 

溶性化가 일어난다.

4- IR—spectrography 에 依한 니 트로흄酸 製造時의 

흠酸의 性狀變化 檢討.

니트로흄酸 製造項에서 말한바와 같이 15%HNQ 를 

80。(：에서 3時間 攪拌反應 시 킨것을 잘 精製한다음 

NHQH 로 中和시 켜 서 얻 은 NH「nitrohumate 의 spec- 
trum 은 Fig. 5. 이 다. 이 것을 보면 主要 keyband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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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IR-Spectrnm of NHi-nitrohumate.

原料흄酸것과 比較해서 3,100〜3,400cn「】, 2,850cmf 
：2, 800cm'1, 2, 300cm-1, 1,600cm-1, 1, 030cm-1,波長 

에 變化가 일어나있으며 特히 l,400cmT 에서는 原料 

움酸에서는 볼 수 없는 아주 sharp 한 band 가 나와있다. 

이 것은 NH,一鹽인 點으로 보아서 一NH, 의 存在를 말 

해 즐 것으로 본다.

結 論

實驗結果에 依해서 얻은 結論은 다음과 같다.

(1) 니트로흄酸鹽은 土壤의 龜裂防止効能과 二. 燐酸 

分 吸收固定作用을 抑制하는 効能이 있어서 優秀한 土 

壤改良劑가 될 수 있다.

(2) 니트로흄酸의 製造方法은 15% HN(丄 를 흄酸의 

5 倍量써 서 2時間 &)°C 에서 攪拌反應 시 킨것이 가장 

좋다.

(3) 原土에 對해서 니트로흄酸암모늄應 0.15% Ca 
(OH)2：CaSiO3a：3) 混合物 0.15%씩을 混用時 龜裂防 

止効能은 가장 좋다.

(4) 土壤의 燐酸分 吸收固定作用을 抑制하는 効果는 

니트로酸암모눔鹽을 0.4% 添加時 가장 効果的이 다.

(5) 니 트로흄酸암모늄을 燐灰石의 約 50% 量 添加해 

서 2 時間 加熱沸騰 處理함으로서 約 26%까지 燐酸分 

을 可溶性化 할 수 있다. 그러므로 効率的인 可溶性燐 

質肥料 製造原料로써 利用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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