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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atistical thermodynamical properties of heavy water are calculated according 
to the transient state theory of significant liquid structure. The calculated values are shown to 

be in good agreement with the observed ones.

The grand canonical ensemble partition function for the adsorbed phase of heavy water on 

graphite surface is derived using the theory. The adsorption isotherm, the surface pressure, 

the molar entropy and the molar internal energy for the adsorbed phase and then the molar 

heat of adsorption are calculated according to the derived partition function.

The thermodynamic properties of the adsorbed water are also calculated and the results are 

compared with 

phenomena.

those of heavy water and discussed in view of the experimentally observed

서 론

중수도 여러가지 특이한 성 

중수는 11.2°C 부근에서 밀 

산소족의 다른 중수소화물과

물이 그러하듯이 

질을 가지고 있다. 

도가 최대가 되고, 

비교해 볼 때, 중수의 녹는점, 끓는 점이 높고 

열용량 그리고 증발열등의 값도 훨씬 크다. 물 

의 경우와 마찬가지 로 이 러한 중수가 갖고 있는 

여러 특이한 성질들을 정성적으로 또는 정량적 

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많은 이론들이 제안 되어 

왔다. E

최 근에 박형 석등은 액 체 구조에 관한 천 이상태 

이론을 써서 물의 성질을 계산하는 데 성공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천이상태이론을 중수에 적 

용하여 상태합을 유도하고 이 로 부터 열 역 학적 

성질들을 계산하였다.

또한 이 이론을 흑연 표면에 흡착된물과 중수 

에 적용하여, 흡착등온곡선 및 흡착에 따르는 

여 러 열 역 학적 양들을 계 산하였다.

여러 종류의 탄소흡착체에 대한 

흡착체의 종류에 따라 흡착 특성이 

소흡착체가 non-porous 한 경우는 

상대압력이 낮은 범위에서는 거의 

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은 소수성 (hydrophobic) 흡착체 “로써 물이 흡착 

물의 흡착은 

다르나, 탄 

물의 증기의 

흡착이 일어

8T3 특히 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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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경우 Brunauer의 분류姑에 따르는 TypeUI등 

온 흡착곡선을 보여준다. 11 고체 표면상의 기체 

의 물리흡착에 관한 여러 이론들이 16T9 단분자 

층 흡착현상을 잘 다루고 있으나, 다분자충 흠 

착을 다룰 경우에는 액체상태를 알지 못하므로 

해서 오는 문제가 난점으로 따르고 있다는 사실 

이 지적되었다J。

중수의 열역학적 성질과 흡착 특성을 밝히는 

일은 물과 중수를 분리해 내는데 필요한 기초자 

료를 주므로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이 론

액체중수의 상태합 (천이상태이론의 중수에의 

적용) 천이상태이론에 의하면 액체 분자들은 세 

가지 종류의 자유도를 가지 고 있 다고 가정 한다. 

声 액체내의 분자들 중에서 주위의 다른 분자들 

에 의해 구속되어 평형점에서 진동하고 있는 분 

자는 고체와 같은 자유도를 갖게되고, 액체내의 

분자가 충분한 에너지를 얻어서 평형점에서 벗 

어나 자기옆의 빈자리로 뛰어 들때는 기체와 같 

은 자유도를 갖는다. 한편 자기 주위에 있는 빈 

자리를 이용할 수 있을 만큼 큰변형에너지를 갖 

는 분자들은 천이상태에 있다고 가정한다.

고체와 같은 분자와 천이상태에 있는 구속된 

분자들에 대해서 Einstein의 고체 모델을 적용 

하고, 한편 물의 경우 이들 구속된 분자들의 액 

체내에서의 회전운동은 자유롭지 못하므로 이들 

회전운동을 진동으로 보아 그 진동수를 각 상태 

의 격자진동수와 같게 놓으면 다음과 같은 물에 

대 한 상태합을 얻는다.7

여 기서 기 체와 같은 분자는 이 상기체 와 같이 

행동한다고 보았다.

/ ^Es/RT 3 1 \ a/£）N
尸=（-（1，"）6（1+/（广1）*“‘5冲）,13二乏汀자厂）

y / （2^T） \3/2 eV 充i/2（&段T）3/《/〃以c）s # 1 、a-a/,＞日
\ 1?—-） T 2方3 氏 1 —广“*사 「丿

여기서,

“ =听二行치 , ”=了「 (la)

V는 액체의 몰부피이고 V,는 구속된 분자들의 

몰부피로써, 고체와 같은 분자들이 차지하는 몰 

부파 V,와 천아상태의 분자들의 몰부피 S 의 

가중평균치로 다음과 같이 취할 수 있다.

、=aV,+ (l—a)K (lb)

여기서 a는 고체와 같은 자유도를 갖는 분자들 

의 분율이다. E, 는 승화에너지로써 a, 箕 과 함 

께 파라미터이다.

혹연 표면에 흡착된 중수에 대한 Grand Cano
nical Ensemble Partition Function 기 체 흡착질 

분자가 고체 표면에 충돌하였을 때 흡착체 분자 

와의 흡칙함에 의하여 고체 표면에 붙잡히게 믜 

蔔 분자의 병진운동의 자유도의 하나가 고체표 

면에 수직한 방향으로의 진동운동으로 바뀌게된 

다. 고체 흡착체와 기체 흡착질 사이의 상호작 

용 에너지는 흡착체 분자와 흡착칠 분자 사이의 

거리에 의존한다. 첫째 흡착층의 분자들과 흡착 

체사이의 상호작용 에너지는 둘째층 이상에 흡 

착되어 있는 분자들과 흡착체 사이의 상호작용 

에너지와는 현저히 다른 값을 가지게 된다. 따 

라서 고체 표면에 수직한 방향으로의 진동수와 

이들의 기저에너지가 상이하게 된다.

고체 표면 상에서 의 운동0湛 평 면상의 )은 2차 

원적이며, 흡착된 분자들의 상태는 흡착질의 온 

도와 압력에 따라 2차원적인 고체나 액체 또는 

기체와 같이 행동할 것이 다. 이 2차원적 액체 

분자도 3차원의 액체와 마찬가지로 고체와 같 

은 자유도, 천이상태의 자유도 및 기체와 같은 

자유도를 갖는다고 가정하면 액체구조의 천이상 

태이론을 2차원 액체에 적용시킬 수 있다. 그 

리 고 2 차원 액체 에 관한 식 은 2차원 기체 나고 

체에 연장하여 적용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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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형석등은 앞서의 흡착모델과 천이상태이론 

을 사용하여 고체 표면에 흡착된 흡착상에 대한 

grand canonical ensemble partition function을 

다음과 같이 얻었다."

r X M! f v (M/幻)！产 w "-<”，>»， 1_________ /'
n=/〔M-(M/功〕!(M/似)！ L爲％ MJ. W 七,丿“丿“ !丿“

5寸（M/q广广 
■v--»NmJ.N"! •• ••

식 （2）에서 N 은 흡착된 총분자수로써 첫째 충에 

흡착된 （첨 자 1 로 표시 ） 분자수 M 과 나머 지 

흡착충 （첨 자 m 으로 표시）의 분자수 M 과는 다 

음의 관계가 있다.

N=± + E Ni=Ni + Nm
i = J > - 2

첫째 흡착층과 나머지 흡착층에 있는 구속된 

분자들의 총 수는 각각 다음과 같다.

M，+ M=씌- （2a）

Nm+Nl 쓰』 （2b）

여기서 첨자 S, t, 그리고 g는 앞서의 천이상 

태이론에서의 세가지 자유도를 표시한다. C 도 

이미 정의된 것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는 흡 

착질의 절대활동도로써 상대압력 £（=是-）와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다.

X f-,〔1 一 （1/%，））MJ!人｝人 （2）

ln5=Mln\l + S"아«丿）治］｝ （3）

식 ⑶에서

方=（方，+九"*血金 ）心/徐儿⑶）

兀=（£“+£）씨/点）<-g> . £"（3b） 

이다.

계 산

중수의 열역학적 성질 중수의 열역학적 성질 

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1）식으로 주어지는 상태 

합에 들어있는 파라미터 값들을 먼저 정해야 한 

다. 이들 파라미터 값들은 박 형석등이7 제안한 

방법 으로 삼중점 에 서 정 하였 다. Table I 에 중수 

분자의 기 준 진동수22, 관성 능율23 그리 고 파라미 

터 값들을 실어놓았다.

^=”T=邪*八华=/  （2c）

人*는  각각 상대압력 이 1일때 （8=1），즉 

포화 증기압력 R,에서의 화학 포텐샬과 절대활 

동도이다. 九 는 고체 흡착체 표면 에 수직 한 방 

향으로의 운동（첨 자 z 로 표시 ）에 대 한 분자 상 

태합으로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gE,*/RT
f侦=一]—厂<万一

/RT
f mi — ] _ 厂 0 "/T

(2d)

(2e)

식 （2）에 나타난 합을 계산하여 정리하면 다 

음과 같이 된다.

Table I. Parametric values and fundamentals for 
heavy water

瓦=11455c 시/mole 兀=1& 13cc
<2—0.6651 x 10-4 Vr—15.96cc
% = 195.5°X 7fl=1.79OxlO-40 g-cm2
亿=211.6°K 刀=3.812xl(Lg・cm2

巧=2666cm~' Ic=5. 752 x。％ 或

&=1178.7cm-1
U3—2789cm-1

증기압과 몰부피 계산 Helmholtz 자유에너 

지 厶는 다음과 같이 주어지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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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TlnF (4)

(1)식 을 (4)식 에 대입하여 일정한 온도 T에 서 

액체에서 기체에 이르는 여러 부피에서 A를 구 

하여 V의 함수로 도시한다. 액체와 기체에 해 

당하는 두 곡선의 공통접선을 긋고, 이 접선의 

기 울기 를 구하면 , P= — (辭) 7 이 므로 증기 압 

을 얻는다. 두 곡선의 접점에 해 당하는 부피를 

취하면 액체와 기체의 평형 몰부피가 된다.

계산된 결과를 Table II, III에 주어 실험치와 

비 교하였다.

(5?

S, (6)

식 (6)에 서 我 와 S 은 각각 온도 T에 서 의 기 체 

와 액체의 엔트로피이다.

증발열은 다음식에서 곧 얻을 수 있다.

AHV=TASV (7)

계산 결과를 실험치와 함께 Table IV, V에1 

보였다.

Table II. Vapor pressure o£ heavy water.

T°K 戸混(atm) F泌严(atm)

276. 95(mp) 0.006575 0. 006574 0. 02
283.15 0.01021 0.01020 0.10
284.36 0.01109 0.1108 0.09
293.15 0. 01985 0.01981 0.20
303.15 0.03675 0.03659 0.44

323.15 0.1108 0.1097 1.00
343.15 0. 2884 0. 2841 1.52
363.15 0. 6653 0.6521 2.02
374. 57(bp) 1.0231 1. 0000 2. 31

413.15 3. 5813 3.4742 3.08

Table IV. Entropy of vaporization of heavy water

TQK J5ca/(eu) 血2《eu) J%

276. 95(mp) 39.86 39.86 0.00

283.15 38.73 38.72 0.03

284.36 38.54 38.52 0. 05

293.15 37.06 37. 04 0.05

303.15 35. 49 35. 46 0. 08

323.15 32.63 32. 58 0.15

343.15 30.12 30. 02 0. 33

363.15 27.91 27.71 0. 72
374. 57(bp) 26. 78 26.48 1.17

413. 15 23. 29 22.68 2. 70

Table III. Molar volume of heavy water.

T°K 膈(cc) y汕ay暗) 4%

276.95(mp) 18.122 18.122 0.00
283.15 18.118 18.113 0.03

284. 36 18.117 18.111 0.04

293.15 18.123 18.123 0.00

303.15 18.143 18.157 -0. 08

323.15 18. 229 18, 281 -0.28

343.15 18.349 18.467 -0.63

363.15 .18.498 18. 702 —1.09

374. 57(bp) 18. 579 18. 865 -1.51

413.15 19. 019 19.466 -2.30 ‘

Table V. Heat of vaporization of heavy water

T0K 〃切(cal/mole) JH„Sj24(cal/mo!e) 4%

276. 95(mp) 11040 11040 0.00

283.15 10966 10963 0. 03

284. 36 10959 10954 0. 05

293.15 10864 10857 0.06

303.15 10759 10749 0. 09

323.15 10544 10527 0.16

343.15 10336 10302 0. 33

363.15 10136 10062 0. 74

374. 57(bp) 10031 9919 1.33

413.15 9622 9370 2. 69

증발 엔트로피와 증발열의 계산 엔트로피는 

(1)식,(4)식과 다음의 관계식을 이용하여 계산 

할 수 있다.

정압비열 종수의 정압비열은(5)식을 다음식 

에 이용하여 계산한다.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중수의 열역학적 성질과 흡착특성 289

Cy~ 1

CP=CV+T

(8)

(9)

식 (9)에 서 a, 6는 각각 열 팽 창계 수 압축율 

이 다. 계 산치를 실험 치 와 함께 Table 刃 에 보였 

다.

흡착된 중수의 .흡착등온식과 열역학적 성질을 

얻기 위해서는 (3)식에 들어있는 모든 파라미터 

값들을 결정해야 한다. 이들 파라미 터 값들은 

앞서 인 용한 박형 석 등의 21 방법 을 사용하여 계 산 

하였다.

파라미 터 중 愿 는。球=们 로 놓고, ■瓦라

고 놓을수 있으므로 다음식에서 구할 수 있다.

Table VI. Heat capacity of heavy water at constant 
pressure f0" (12)

T°K C/>(cal) 
cal/mole・°K

C/obs)26 
cal/mole-°K 외%

276. 95(mp) 20-15 20. 40 -1.23
283.15 19.12 20. 22 -5.44

293.15 17. 45 20.15 -13.4
303.15 17. 26 20.13 -14.3
323.15 18. 37 20. 03 -8. 29
343.15 18. 62 19. 97 -6. 76
363.15 18. 92 19. 91 -4. 97
374. 57(bp) 19. 05 19.89 -4. 22
413.15 22. 08 19. 96 -10.6

임계점에서의 성질 임계 온도 Tct 임계압력 

Pc, 및 임 계부피 峰는 (1)식 을 이 용하고 아래 

와 같은 임계점에서의 조건으로부터 계산하였다

p=-(wL (1。)

(器)广。，(-落(11) 

계산결과를 실험치와 같이 Table VII에 실었다.

Table VII. Critical properties of heavy water

L(°K) 巳(atm) K(cc)

Obs.气27 644.6 218.6 55.2
Cal. 730.0 412.2 54.0
J% 13.2 88.6 2. 03

흑연 표면에 흡착된 중수의 흡착등온곡선과

열역학적 성질 식 (3)을 사용하여 고체 표면에 

흑연에 흡착된 중수나 물의 Elz 값은 근사로써 

와 같게 놓고 虹를 계산하였다. 결정된 중

수의 %, z” 값들을 물의 값들과 함께 Table 

VIII에 실 었 다.

Table VIII. The calculated values of Xm and X 
for waters adsorbed on graphite Xe at 
298.15° K

Heavy water Ordinary water

e X、 X” X；

0. 29 1- 98485 242. 82 0. 52 1. 49054 159.15
0. 29 1. 98485 1. 02028 0. 52 1. 49054 1- 01912
0.30 1. 94314 1. 01532 0. 60 1. 38163 1. 01000
0. 40 1. 63957 1. 01093 0.70 1. 27829 1. 00852
0. 50 1.45564 1. 00944 0. 80 1.19777 1. 00763
0. 60 1. 33109 1. 00857 0. 90 1.13079 1. 00693

0. 70 1- 23987 1. 00795 1.00 1. 06851 1.00611
0.80 1.16854 1. 00745
0.90 1.10858 1. 00692
0.95 1. 08028 1. 00653
0. 98 1. 06269 1. 00618
1.00 1. 04S93 1. 00582

흡착등온곡선 교체 표면에 흡착된 흡착질에 

대한 열역학적 관계식은 다음과 같다.

dE= TdS - WM+ ,udN (13)

흡착질 분자 한개가 차지하는 면적을 a, 라고 하 

면 이认=中)는 표면압력이다. S는 N개의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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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질 분자에 대한 엔트로피이다.

통계 열역학적 관계식에 의하여 흡착등온 곡 

선을 다음과 같이 얻는다.

_ N _ 人( ?)lnS \
订f 3厂為,M

=心六1 + (如丿乌一 1)) (]4)
1+f

식(14)에서 須=(/履昨)“으로

두었다.

25°C 에 서 계 산된 흡착등온곡선을 같은 온도 

에서 계산된 물의 등온곡선과함께 Fig. 1에 주 

었다.

s=s普=岳 쓰 (17)

흡착된 중수의 몰흡착열은 다음식에 의해 구 

해진다.

4H°=(Sl&)T (18)

윗식에서 &는 중수증기의 몰엔트로피이다.

식 (13)의 적분식과 (14)식, (15)식 및 (17) 

식을 함께 사용하면 흡착된 분자들의 내부 에너 

지를 다음식에 의하여 얻을 수 있다.

E。르今 (19)

C히cd. ( D«03 

―Calcd. ( HtO) 

Q 0b«vd.(H>0)

cr

결 과

천이상태이론을 적용하여 얻어진 상태합을 사 

용하여 계산된 중수의 열역 학적 성질들은 실험

Fig. 1. Comparision of the calculated adsorption 
isotherms with the observed values'"' foi 
waters adsorbed on graphite at 298. 15° K.

흡착에 따르는 열역학적 성질 표면압력 (们 

는 다음과 같은 통계 열역학적 관계식에의해 계 

산된다.

eM=<;,a,M=hTME (15)

엔트로피는 다음식을 이용하여 계산된다.

< / 榔M) \ 
"—商一) t-y M

(16)

따라서 흡착된 중수분자의 몰엔트로피 &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2

《£
-
읻,

2

G

to

0 0J 0 2 0.3 0.4 0,5 巴 0 6 0.7 0-9 0.9 I

Fig- 2. The calculated surface pressures for heavy 
water(solid line) and ordinary water(dotted 
line, adsorbed on graphite at 298.15° K.

치 와 함께 Table II 에 서 Table VII 까지 에 실 었 

다. 또 (15), (17), (18)식 및 (19)식 을 사용하 

여 계산된 흑연 표면에 흡착된 중수의 표면압력 

믈엔트로피, 몰흡착열 및 몰내부에너지를.물에 

대하여 얻어진 값들과 비교 도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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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2 0.3 04- 0.3 g 0.6 0.7 0.8 0.9 1.0

F亀.3. The calculated molar entropy for heavy 
water(solid line) and ordinary \vater(dotted 
line) adsorbed on graphite at 298. 15° K.

heavy waterfsolid line) and ordinary water 
(dotted line) adsorbed on graphite at 298 
1宁K.

Fig. 4. The^calculated heats of adsorption for heavy 
water (solid line) and ordinary water(dotted 
line) adsorbed on graphite at 298.15° K

하여 보면 후자, 즉 천이상태의 분자들의 뫁부 

피는 V. 보다 훨신 적은 값을 갖는다. 이는 주 

위의 빈자리로 인하여 변형을 받고 있는 천이상 

태의 분자들은 더 밀집되어 있음을 말해 준다.

계산된 열역학적 성질들은 실측치와 좋은 일 

치를 보여준다. 몰부피는 11.2°C 부근에서 최 

소값을 보여주어 실측치와 잘맞는 결과이다. 열 

용량의 경우, 실험치는 끓는점 부근에서 최소값 

을 보여주고 있고 계산 결과는 조금 낮은 온도 

로 치우쳐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계산된 전 온 

도범위에서 잘 맞고있다.

임계점에서의 성질은 실측치와 잘 맞지 않는 

다. 이는 계산에 사용된 상태합에서 기체에 해 

당하는 부분을 이 상기 체 로 가정 한데 서 오는 결 

과라고 생각된다.

혹연 표면에 흡착된 중수에 대한 grand par- 

tition function 에 들어 있는 파라미 터 들 중에 서

논 의

고체와 같은 분자들과 천이상태에 있는 분자 

들은 그들이 이루는 구조가 각각 다르고 따라서 

그들의 몰부피가 다를 것임을 앞서 지적하였다J 

지 금 삼중점 에서 결정 된 파라미 터 값들 중에서 

구조에 예민하게 의존하는 听와 K 값을 비교 

Ei, 는 그 값을 Eg 와 같게 놓았었 다. 탄소에 

의 한 물의 흡착 실험 에 서 여 러 저 자들은財2，13 흡 

착초기 에 는 알짜홉착열 15（net heat of adsorption; 

BET 식 에 서 玖-El 에 해 당, 여 기 서 玖 은 훕착 

열, Ez 은 액화열이다）이 영이 됨을 밝히고 있 

다. 이러한 결과들은 균일한 탄소 표면상에서 

얻은 결과로써 type ID 흡착등온식을 보여주는 

흡착체에서 관찰된 것이다. Fig. 1에서는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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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구한 흡착곡선을 실측치와 비교하였다. 

계산으로 얻은 흡착등온곡선과는 비교적 큰 벗 

어 남을 보여준다. 이 러한 벗어 남은 E” 을 E能 

와 같게 놓은 첫째 가정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 E” 과 의 비 를 r, 즉, 

EiJEg=r 로 놓으면 이 미 인용한 보문에서 幻 볼 

수 있는 바와같이 /'의 값에 따라 흡착등온곡선 

의 모양이 달라진다. r=l 일때 type III 흡착을 

보여주고 r 의 값이 1보다 작아짐에 따라 상대 

압력축으로 더 쳐지는 곡선을 보여준다.「의 값 

이 1보다 작다는 사실은 알짜흡착열이 영보다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가 된다. 

소수성 흑연 표면에서 관찰된 실험에13 의하면 

흡착 초기에는 알짜흡착열이 영이되나 흡착량이 

중가 함에 따라 음의 값을 갖는다이 

러한 사실들로 보아「의 값을 1 보다 작게 취하 

므로써 실험치와 더 잘 일치하는 결과를 얻을수 

있을 것이다.

물과 중수의 흡착등온곡선은 상대압력 이 각각 

0.52와 0.30 부근에서 일차 상전이 (1st order 

phase transition) 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전이가 일어나는 상대압력이하에서는 흡 

착량은 실제로 무시할 만큼 작게 나온다. 실제 

로 0.3 이하의 낮은 상대압력 에서 는 홉착량이 

작아n 흡착된 분자들은 거의 모두 기체와 같은 

상태 에 있게 될 것 이 다. 따라서 액 체 상태합의 

적용이 조금 무리할 것이 예상된다. 등온곡선에 

서의 일차 상전이는 몰흡착열 곡선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곧 상전이가 일어 나는 상대압력 에 

서 몰흡착열 값의 블연속을 보여준다. (勇g. 에 

는 0.3 미 만의 상대압력 에서 의 몰흡착열의 값은 

도시하지 않았다)

물과 중수의 흡착등온곡선을 비 교하여보면 낮 

은 상대압력 에서는 이들 각각의 흡착량은 매우 

적고 그 크기도 거의 같다. 상대압력이 커 질수 

록 중수는 물보다 훨씬 더 많이 흡착되어 포화 

압력 근처에서는 흡착량이 거의 4배에 이르고 

있다. 숯(Charcoal) 표면에서의 중수의 선택적인 

흡착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한 선택 

적인 흡착은 중수가 물보다도 편극율이 크다는 

사실로 설명이 되고 있다.9,28 본 계산의 결과는 

이러한 사실들과 잘 일치하고 있을 뿐더러 흡착 

성질을 이용하여 물과 중수를 분리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한편 이 론적 으로 계 산된, 단분자층이 형성될 

때의 상대 압력은 중수가 0.89 근방이고 물의 경 

우는 0.93 부근이다. 물의 단분자층 형성 상대 

압력은 실험적으로 예측한 결과와 잘 일치하고 

있다.

몰흡착열은 단분자층이 형성될 때 최소 값에 

가까워짐을 F，g.2에서 볼 수 있다. 이는 또한 

실험 치 와 근사한 결 과이 다.29

본 연구는 원자력청 연구보조금에 의한 지원 

을 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하 

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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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heological properties of aqueous suspensions of Black Hills bentonite were measured 

"by using a Couette-type viscometer. Three kinds of flow units in aqueous bentonite suspension were 

■postulated. Each has a different average relaxation time, one Newtonian and the other two non- 

INewtonian. One of the non-Newtonian types is thixotropic, and the other is non-thixotropic. 

The thixotropic non-Newtonian unit is transformed to a Newtonian unit by shear stress. If the 
•stress is relieved, the transformed unit returns to its original state. Two flow equations were 
•derived by introducing chemical kinetics consideration for such a transition into the generalized 
theory of viscous flow. One equation describes the Kupcurve,w a diagram of rate of shear versus 
«hear stress, obtained by increasing the rate of shear, and the other relates to the “down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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