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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고체一액체 경계면에서의 홉착은 흡착층을 단일 분자층으로 생각하고 흡착체에 평행한 방향 

에 대해서는 이차원 액체로 수직한 방향에 대해서는 조화단진동을 하는 것으로 보고 여기에 천이상 

태이론을 적용하여 흡착층에서의 용액의 상태합을 구성하고, 시클로헥산一벤젠 이성분 용액의 실리 

카-겔에 대한 흡착에 적용하여 , 흡착량과 흡착층에서의 몰 엔트로피 및 흡착열의 값을 계산하여 얻 

었다.

Abstract In treating solid-liquid interfaces, it is assumed that the adsorbed layer consists of 

monolayer and the molecules of the adsorbed layer behave as two dimensional liquid and oscillate 

harmonically in the vertical direction to the adsorbent.

Applying the transient state theory of significant liquid structure to the adsorbed molecules, the 

adsorption isotherm, entropy and heat of adsorption for cyclohexane-benzene solutions adsorbed on 

silica-gel G are calculated. The calculated values are in good agreements with those of the observed 

ones.

서 론

이성분 액체의 고체一액체 경계면에서의 흡착 

에 대 하여 열 역 학적 으로 다루는 방법 은 액 체 一 

증기 계면의 경 우와 비슷하며, 특히 이상용액과 

정규응액의 경우, 많은 연구가 있었다「7.

초기에 제안된 용액에서의 등온흡착곡선을 나 

타내는 식으로는 Freundlich? 식이 있다.

이상용액에 대해서는 Erdos1, Everetts등이 발 

전시 킨 Langmuir 모양의 식 이 있다.

정규용액의 경우에 Schay9 는 용액중에서의 각 

성분의 활동도 계수의 대수값이 각각의 몰분율 

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가정하여 홉착충과 용액 

중에서의 농도 관계를 구했다.

이와 같이 종래의 열역학적인 방법은 액체의 

상태합과 직 접 관련지 워 생 각하지 않고 있다.

최근에 박형석1°은 액체구조의 천이상태 이론 

을n 써서 액체一증기 계면에서의 흡착량 및 열 

역 학적인 양을 계산하였다.

저자들은 이 계산 방법을 고체一액체 경계면 

에 적용하여 고체一액체 경계면에서의 흡착등온 

식을 얻으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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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론

는 양만큼 높은 에너지 상태에 있으므로 그들 

의 격자진동의 진동수는 고체와 같은 분자들의

(1)액치 구조의 천이상태이론. 액체 분자는 

세 가지 종류의 자유도를 갖고 있다고 가정한다. 

액체의 분자들 중에서 주위의 다른 분자에 의해 

구속되어 평형점에서 진동하고 있는 분자는 고 

체와 같은 자유도를 갖고, 액체 내의 분자가 충 

분한 에너지를 얻어 평형점에서 벗어나 주위의 

빈 자리로 틔어들면 기체와 같은 자유도를 갖는 

다.

한편 일정한 자리에서 진동은 하나 빈 자리 때 

문에 변형에너지를 갖는 분자는 천이상태에 있 

다고 생각한다.

빈 자리의 크기가 분자의 크기만하고 이들이 

무질서하게 분자와 섞여 있다면 분자 1몰 중의 

빈 자리 수는 N • 业느으匚가 되며 기체와 같은 
V so

자유도틀 가진 분자수는 N • [노=也가 된다. 

여 기 서 N 은 Avogadro 수이 며 K 는 액 체 의 몰 

부피 , V,。는 구속된 분자의 몰부피 이 다.

나머 지 분자 与知V 중(3만큼의 분율이 고체 

와 같은 자유도를 갖는다면 (1一仞에 해당하는 

분을은 천이상태의 분자들이 차지하게 된다. 여 

기 서 6 는 Helmholtz 자유에 너 지 를 최 소로 하는 

조건으로부터 구해진다.
aEs

변형 에 너지 e 은 V。- ”와 같다. 여기서

는 고체와 같은 자유도를 갖는 분자의 기저상 

태 에 거 지 이 고 /? 은 12 • 분로 주어 지 는데, Vt„ 

는 삼중점에서 액체의 몰章요이다.

고체와 같은 분자와 천이상태에 있는 분자들 

에 대 해서는 Einstein 의 고체 모델을 적용할 수 

있다. 천이상태의 분자는 변형에너지에 해당하 

진동수보다 작다.

천이상태 이론에 의 하면 액체의 상태합은 다음 

과 같다.

。리、时 "(누%)"爲)3 

里迪N
1 K'khp-l/RT 

bse

K—* 
戶쑤M竺 (匚—Kj 씨

]

•L、'

⑴

윗 식에서。는 Einstein 득성 온도이고 기체와 같 

은 분자는 이 상기체 와 같이 행 동한다고 가정 하 

였 다. bs, bt, h 는 각각 고체 와 같은, 천 이상태 

에 있는, 그리고 기체와 같은 분자의 내부진동 

상태합과 회 전에 대한 상태 합의 곱이 다.

액 체 이 론을 성 분 1 의 분자 M 개 와 성 분 2 의 

분자 N2 개 로 된 이 성 분 용액 에 적 용했을 때 , 

두 성분이 균일하게 섞이고 빈 자리의 크기는 

Vs/N과 같다고 생각한다. 기체와 같은 분자의 

수는 용액의 몰부피를 V라고 하면 N(V-Vs)/V 
가 듸고 나머지 분자 N • 年-는 고체와 같은 자 

유도를 갖는 것과 천이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누 

어진다. 여기서 N=NrvNz 이고 Vs 는 

같이 주어진다.

다음과

Vs = N1vsl-rN2vS2

為과 乙七는 각 성분의 고체상태에서의 

피이다. 이성분 용액에 대한 상태 합은 

같다技,13.

(2)

분자부 

다음과

fEs/RTVs/V

「孕(M+nU|!
Qg叫V' T)=［孚时

• 히"…"+M 寸 )(L

. ②쁘꾀竺 (V—K) 시里구5 . i드古

1叽2■ -Si/RT
奇3亓

Vol. 17, No. 2, 1973



82 장세 헌•박형석•박상윤

식 (3)에서 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Es^Xt?Esi -F2' ix2Em+x^ES2 .........................⑷

여기서 a 과 尸2 는 각 성 분의 몰분율이며 Em 

은 다음과 같이 줄 수 있다叫

E" = (験“) 씨新云商扌 ..................⑸

(ii) 흡착층에서의 상태합. 비전해질 용액의 

고체一액체 경계면에서 흡착은 흡착층을 단일 

분자층으로 보고 흡착체에 대해서 평행인 방향 

에 대해서는 이차원 액체로, 수직인 방향에 대 

해서는 조화단진동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천 

이 상태 이 론을 적 용하면 흡착층에 서 의 상태 합은 

다음과 같다.

F쓱 ENi + M) ]!

河，M")= 店®서产5 a
• &二』FEW으扌曜으찌]/

• [*(宀応,』寸務•殍邸-[苫二gm萨,-"2T
,-MT ⑹

⑹식에서 %와 a 는 각각 흡착층에서 고체와 

액 체의 몰넓 이 이다.

a=V/d로 각각 주어진다. 여기서 

d 는 흡착층의 두께며 다음과 같이 놓을 수 있 

다 14.

여기서 勾, 蝕는 흡착층에서 각 성분의 분몰넓 

이이고 7는 계면장력 이다.

한편 열역학적인 평형에서는 다음 

족된다.

관계가 만

d=0.9165(K/"3 (7) (쓰) =。也)
\ oa / M，Ns, T

(12)

흡착층에서 분자를 이차원적인 액체로 생각했 

으므로 E，'는 이성분 용액의 E,의 을이고 叭는 

의 * 이다. 따라서 변형에너지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 • 을丘厲

£i=l

⑶식과 (6)식으로부터 통계열역학적인 

의해서 다음 식들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분몰넓이 但.는 다음 관계식에 

진다.

aj=N

(8)

Ni，

관계에

의해 얻어

(13)=一N 
N” Nc N»T

위의 (11)식과 (12)식을 연립하여 풀면 

에서의 각 성분의 몰분율 즉 흡착량과 a를 동 

시에 알 수 있다.

계면

所=一时(辿您普*斗

#*.= RT何nQ (N，N* % T)

V，T

(9)

흡착량 및 열역학적 양의 계산

dNi Ni，Q9 T
(10)

여기서 点;는 용액에서의 /성분의 화학포텐샬이 

고 点;* 는 흡착층에서 /성분의 화학포텐샬이다.

용액중에서의 각 성분의 화학포텐샬과 흡착층 

의 화학포텐샬 사이에는 다음식이 성립한다.

的* —内 A电* — #2
知 T

위에 열거한 이론을 20°C에서 시클로헥산一 

벤젠 이성분 용액의 Silica-gel G에 대한 흡착에 

적용했다.

식 ⑹의 %, 扁, 命, 咋.는 용액중에서나 흡 

착층에서도 순수한 액체의 경우와 같다고 가정 

하였다.

식 ⑹ 의• 와 들을다음과 같이 하여 정 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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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우선 E点를 임의로 택하여 02~ /-

%•로부터 德를 얻어 이들을 (15)식과 (16)식에 

대 입 하여 흡착량을 계 산하고, 응액 중에 서 의 시 

클로헥 산의 몰분율이 0.5706 및 0.7837 일 때 의 

흡착량의 측정값과 계산값을 비교하여 서로 맞 

지 않으면 처음 택한 의 값을 바꾸어서 계산 

값과 측정값이 잘 일치한 것을 택하였다.

흡착층에서와 용액 중에서의 믈 엔트로피 S* 및 

S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S*=kInQ (M, N2, a, T} +
口阵으性普으亚) (14)

\ OL 丿N”商a

S="lnQ(N"M, V,T) +

訳迦丝呻MT)) (15)
' 01 丿Nc腿V

/S를 (S*—S) 라고 했을 때 흡착열은 근사적으 

로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玖孩一-志 E 財)}+ T4S (16)

여기서 為은 흡착증에서 두 성분의 몰분을 

이다.

파라미 터 값들은 Table I에, 흡착층에서의 몰 

엔트로피와 용액중에서의 몰엔트로피의 차이 및 

흡착열의 계산치 를 Table II에 실었고, 흡착층 

에 서 의 농도와 용액 중에 서 의 농도 관계 를 Fig. 1 

에 그렸다.

Table I. Parametric values of cyclohexane and benzene

GH】广 C6H610

Es (cal/mole) 8823.2 10424
a 0. 03187 0.07537
们(°K) 76.271 54. 88
说性) 75.146 48.63
Vt (cc/mole) 100.2 77. 00
n 11. 30 10. 56

%(°K) 92. 39 73. 08
Ez (cal/mole) 4315 6160

Table II. Molar entropy change (zl5) and molar heat 

of immersion (JH)

Mole fraction of cyclohe
xane in bulk AS (e. u.) ~AH (Kcal)

0-0 0. 694 4. 220
0.1 -0. 012 4. 423
0.3 —1.395 4. 824
0.5 -2.589 5.119
0.7 -3. 490 5. 272
0.8 一 3. 853 5. 295
0.9 -3. 678 4. 996
0. 97 -2.162 4. 936
1.0 -0. 982 3.132

Fig. 1. Adsorption from Cyclohexane-Benzene mixt
ures by Silica-gel G at 20° C
X; mole fraction of cyclohexane in interface
X; mole fraction of cyclohexane in bulk

논 의

액체一고체 경계면에서의 흡착층의 몰분율을 

실험적으로 직접 측정할 수는 없다. 다만 고체 

흡착체를 액체 용액에 담그었을 때 액체 응액의 

몰분율의 변화량 4%.를 측정하여 흡착층의 몰분 

율 无•와 용액의 몰분율 Xi 및 Ax; 사이의 관계 

식에 의해서 •爲 를 구하는 방법은 Everett*의 것 

과 Schay 와 Nagi】6 의 것이 알려져 있다. 그러 

나 이 방법들은 실험적으로 얻은 盘◎를 써서 •爲• 

를 구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아직까지 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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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位를 구할 수는 없었는데, 저자들은 통 

계열역학적인 계산에 의하여 구할 수 있음을 보 

여 준 것이 다. F/g.l 에서의 측정 치는 Suri" 등 

이 측정한 4玲의 값을 써서 Everett 의 방법에 

의하여 구한 것이다.

비록 두 몰분율에서의 흡착량의 측정값을 써 

서 파라미 터 ■와 E技 를 결정하여 흡착량을 계 

산하였지만 Rg.l 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실험 

값과 계 산값이 전 몰분율에 걸쳐서 일치 하는 경 

향을 나타낸다. 고체 흡착체의 표면 구조를 알 

수 있고, 고체 흡착체와 액체 용액을 구성하는 

성분과의 사이에 작용하는 에너지를 흡착량과 

직접 관계없는 다른 양으로부터 얻을 수 있으면 

본 이론의 타당성을 더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 

다.

참고로 Linde Silica Plugs-10 에 대 해 F. E. 

Bartell® 등이 26°C 에서 측정 한 흡착열과 본 논 

문에서 계산한 값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시클로헥산 벤젠

Bartell 의 측정 값 (Kcal/mole) 3.51 4.47

본 이론에 의한 계산값 (Kcal/mole) 3.13 4.22

본 이 론에 서 사용한 흡착체 는 Silica-gel G 이 

므로 Bartell 이 사용한 흡착체와는 달라서 정 량 

적 인 비 교는 할 수 없으나 대 략 서로 비 슷한 값 

을 보여 주고 있다.

본 이론에서는 흡착층을 단분자층으로 보았으 

나 실제로는 여러 분자층들이 홉착체에 의해서 

영 향을 받을 것이 며 , 흡착체에 수직인 방향에 

대한 분자 자유도는 간단한 조화단진동으로 보 

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나 흡착량의 계산결과 

가 실험 값과 잘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본 이 론 

에서 택한 가정에 큰 모순은 없는 것으로 보인 

다.

이 연구에는 1972년도 문교부 학술연구 조성 

비의 도움을 받았으며 이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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