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7 6 —

EDTA済定에 依한 니켈 定量

金 黃 岩・ 金 榮 泰“

（19여. 1. 10. 受理）

Determination of Nickel by EDTA Titration

By Hwang Am Kim and Yong Tai Kim

Department of Chemistry, College of Liberal Arts and Science, Sung Kyun University.

The nickel has been separated and precipitated with dimethylglyoxime in the usual manner and 
dissolved the precipitates with hydrochloric add. To the nickel solution, 0.2 g of Murexide as an indi
cator and 5 ml of 20 per cent tri-ethanol amine solution were added and titrated with a standard solution 
of EDTA. At the end point the color changes from yellow to deep purple.

In this paper, the purpose is that conditions for titration and for separation from the interfering 
substances were investigated and a suitable procedure was found and applied on the determination of 
nickel in Korean nickel ores.

EDTA 滴定에 依하여 镰石中 닉 켈 定畳 方法을 檢討 

하였다.

닉켈鑛石을 酸으로 分解하여 酒石酸을 加하고 '암모 

니 아性 溶液에 서 Dimethylglioxime 으로 닉 켈 을 沈澱 

分離시 켜 鹽孩으로 滲解하여 指云養 Murexide 를 써 서 

EDTA 溶液으르 滴定하였 다. 이 때 Co」, Fe+i, ML 
과 Cu누가 完全分離가 않될 境遇가 있고 또한 이러한 

이온이 滴定時에 妨害하기 때문에 Triethanolamine 
로 隱蔽하였다.

持 論 *

* ** 成均差大學校 交理하大擎 化學科

닉 딭으 宅豈方法으로저 Dimeihy!이yoxime 에 依한 

重量分析 方法이 Brunk。에 宏해 發表된 以來 現在까 

지 그 信賴度데문에 가장 널리 利用되고 있으나 近來 

에 發達한 Chelatometry 에 서 EDTA 潦定에 依한 닉 

렐의 定量法에 關하여 많은 報交皿壬이 發表되었다.

이 온 交換樹月旨。와 Chromatography^ 元에 宏하여 닉 

켈을 分離시켜 滴定하는 方法, Triethanolamine 으로 

共存이 온을 港萩시 켜 滴定하는 方法& 퐈 Harris法7)인 

Dimeth끼이yoxime 으로 닉 켈을 沈滋 分灘하여 酸으로 

溶解시켜 滴定하는 方法等이 아직까지의 그 代表的인 

例이다. 이러한 方法은 共存이온이 少數일 때 合金 및 

닉퀠鋼의 分析時에만 適合하다.

本 實驗에 서 는 Harris 法을 擇하고 潼定時에 Trietha
nolamine 20% 水溶液을 加하여 渣定하였다. 指示藥으 

로는 3Q飮謹㈡ 發表3.되 었으나 各其 變色의 不片潦, 變 

色逹斐의 迳*曼  逆潼定과 加溼 等의 難窯이 있기 때문 

에 닉캘 이 온과 滴定에 比较的 苕 合한 Chelate 化合物 

올 만들고& 直接 滴定할수 있는 令妻指示藥 Murexide 
률 擇하였다.

本 實験의 目的은 諱國產 닉 킬濱石 中에 서 닉 컬을 定 

量하는데 있다.

試藥及装置

A.試藥

i) Dimethylglyoxime 溶液 : 光田 化學M美 긘 Dime- 
th끼 glyoxime 1 客 을 Alcohol 에 W 舞하뎌 100 i이 로 

하였다.

ii) 0-01M EDTA 滲液：Merck 製，滾定用 Diso- 
dium-Ethylene-DiaKiime-Tetra-Acetate 를 80'C 에 서 

2：時間 乾燥後 Desicator 에 서 充三r不 冷三하고 二 부에 

서 7.445 g 을 精秤하여 喜蒸雀한 M溜에  海拏하여 

2,로 稀釋하였다.。［ 렇게 笑裂한 EDTA 渗液은 臻定 

하지 않어도 笑茹하다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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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MX 指示藥 : Murexide 0.2 g을 充分히 乾燥한 

純品 NaCl 100 g 와 标许 混台하였다-

、1V)0.01M 닉 캘溶疫 : 金羁닉 켈 0.598g을 精秤하 

여 1：2稀窒酸 15ml에 加熱，溶解하고 濃縮하여 蒸溜 

水로 " 로 鬆律하였다. 浚度=0.顷皿M 이드卜・

V)Triethanolamine 20% 水溶液•

vi) 其他 試藥 : 金屬鹽, 酸類, 암모니아衣와 其外 

試葉은 Merck 製 特級試藥을 使用하였다•

Table 1 Effect of pH on EDTA titration of Nickel

B裝置

—-------------
.Nickel added Nickel found Error

pH. Vol. of 0-0102 M 
Ni soln, (ml)

Ni Vol. of 0-0100 M
(mg) EDTA soln (ml)

Ni 
(mg)

Absolute.
(mg)

Relative 
(%)

10-5 10.00 5.98 9.98 5.86 -042 2.0

11 0 夕 夕 9-96 5.85 —043 2.2

11.5 ff 9.88 5-80 -0.18 3-0

招.0 ff 9.85 5.78 ---- - 3・3

7-11 ff 10.18 5-98 0 0

浓 MX : 0-2 g Total Vol. : 50 이

면 닉캘의 水酸化物이 생기기 때묻에 定量에 誤差를 준 

다. 各 pH 에 對한 實驗結果를 TaUe L 에 나타내었 

다. pH 10.5 以下에 서 는 MX 의 色이 黃으로부터 赤 

으로 變하기는 하나 終黑이 不明瞭하다，

滴定待 처 음에 는 pH^7 에 서 滴定하다가 當量黙 直 

前에서 암모니 아水를 加하여 pH 11 로 올려 滴定울繼

Glass electrode, Beckman Model GpH meter*  
Spectro-photometer Beckman Model B.

* ・

A. pH 에 依한 1缚
MX 는 色이 pH 11 以上에서 靑紫色을 주고 닉켈— 

色素 chelate 이 온의 色이 黃色이 다- pH 11 에 서 滴定 

하면 當暈黙에서 黃으로부터 靑紫色으로 變하여 終黑 

을 銳敏하게 알 수 있다，그러 나 미 리부터 pH 룰 올리

績하여 數滴으록 正確허 當量黙에 達하게 하여 야 한다

B. 共存 이온에 依한 影馨

共存 이 온으로서 滴定時에 MX 를 妨害하고 닉 킬鑛 

石에 혼히 包含되어 있는 C。-, Zn卄, Fe+++, Mn十七. 

Al+++, Ci+T 과 Cu++에 對해서 檢討하였다，

各 이온이 谓石酸 存在時 닉켈이 Dimeth미glyoxime

Table 2. Effect of Foreign Ions

Foreign Ions

20〜30 mg.

Nickel added Nickel found 
_____ ____________________ _____ 、

'Vol. of 0.0102 M 
Ni soln. (ml)

Ni
(mg)

、’Vol. of 0.0100M
EDTA soln【ml)

Ni 
(mg)

Error
(%)

Co++ 10.00 5-98 10-23 6-01 + 0.03

Fe* 夕 10-23 6.01 + 0.03

ZL 擇 10-18 5-98 0

Cu++ 10-22 5-99 + 0-c.

Cr+++ 10.1S 5-98 0

Mn++ q 10-20 6-00 4-0-02

AL十
10.19 5-98 0

으로 잘 分離도 나 Co一, Fe누*, Ciff 와 Mfi 이 完全 

云窪犬 안돝 麦려가 있다. 이엑 對한 結果를 할訪足 2.

未分楚돈。'돈을 彊薮하기 富하여 Triethan이amine 
溶浅 5ml 를 加하B 湊定하니 좋든 結果를 얻었다•

C.漓定操作及方法

濾紙上의 沈弟을 9N 卸酸으로 溶馨시켜 溫水로 洗 

滌하고 濾渋을2〜3 ml 까지 濃縮하여 溫 蒸溜水로 溶解 

하여 Triethanolamine 溶液 5 ml 를 加하고 100 이 되 개* 

稀釋한 後 MX 0.2 흠을 加하고 溶液이 黃色이 될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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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암모니아水 數滴을 加한다. 이 때 溶液이 pH~7 
이 된다• 다음 EDTA 溶液으로 滴定하다가 當量JR 直 

慎에서 암모니아水 15 ml 룰 加하고 滴定을 繼禮하여 

靑紫色이 되는 照을 當量無으로 한다.

Ta비e 3. Comparison of the Result of the Chelatometric. Gravimetric and Spectrophotometric Analysis

Cheiatometnc Analysis Gravimetric jAnalysis Spectrophotonietric Analvsis
Sample Sample 

weight
'Vol. of 0.01 
00M EDTA

、
Ni found Ni found ，Sample 

Weight 
(g)

Ni found
__ _______ Soin, (ml) Cmg> (%) Cmg) (%) (mg) (%)

A 3 12-27 7.20 (X24 7-21 0.24 0.25 Q58 0.23
B 4 16-42 9-64 0-24 9.66 0.24 0.25 0.60 0.24
C 2 18.76 11-01 a 55 1TQ8 0.55 0-25 1-35 0.54
D 3 15-33 9-00 0-30 9-05 0-30 0-25 0.78 0-32
E 2 19-28 11.32 0.56 11.20 &56 0-25 134 0-54

D-此藪實费

edta 에 依한 滴定法. 重量法과 光度法의 세가지 

方法으로 比較實驗을 하였다.

同一한 닉켈鎮石을 試料로 取하여 重료分析을 

하고 '同一한 方法으로 沈戳 操作까지 하여 鹽酸으로 沈 

避을 濬解하여 滴定 操作으로 潢定法은 하였다. 또한 

同一한 試料를 0-25 g. 取하여 光度法!>・潺> 의 操作태 

로 하여서 Spectrophotometer 로 测定하였다. Table 
3은 세가지 方法의 實驗値이다.

또한 美B9 標準局 試料인 NBS 닉 콀鎬의 分析을 하여 

* 方法의 닉캘定量値와 NBS 値를 比較하니 Table 4 
에서 보는바의 結果를 얻었다.

Table 4. Nickel-Steel Analysis

Sample Material
Sample

Weight g.

No. of

Detns.

Ni found
Mean Vahie

(%)

NBS Error
Vaiae

(%)
Absolute

(%)
Relative '

(%)
NBS 33d. Mckel-Steel 0-50 3 3.59 3.58 + 0-01 0.28
NBS 126b High-Nick 이

§te이 0.25 3 35.95 35-99 -ao4 0-11

닉켤鋼 試料를 霊酸으로 分解하여 酒石酸을 加하고 

看암모니아性 溶液예서 Dimethylglyoxime 으로 닉콀 

을 沈澱시 켜 濾過하며 濾紙上의 紅赤色 沈帔으로 滴定 

操作을 하였다.

E-筮石分析

細粉試料를 비 ~카에 秤取하여 鹽酸 10 ml 를 加하여 

少時間 加溫後 窒酸 51이及1：1稀黃酸 15ml룰加하 

여 白煙이 쓰激히 發生할 떼 까지 加熟하여 放冷한다 

冷後 溫 蒸溜水 50 외 를 加하여 加溫하면서 可溶性鹽을 

溶解서 켜 潭過 洗滌하여 減液은 保存한다. 技査는 源紙 

뫄 함게 白金 도가니에 읋겨 乾驟後 徐徐히 灼熱하여 

it紙가 完全히 灰化하면 放冷한다. 다음 數滴의 濃 黄 

鼓及 通量의 弗化水素酸을 加하여 分解하고 徐徐히 加 

溫하여 蒸發乾固한다. 여기에 適量의 重黃酸加里률加 

하여 檎融하여서 溉存하는 닉콀을 培解한다. 融解物은 

白金 도가니와 함지 비 一카액 옮기고 도가니가 잠길 程 

度로 蒸溜水를 加하여 濃 黃酸 數潼을 添加하여서 加溫 

하어 善解시킨 後 도가니는 洗濂하여 除去한다. 이 溶 

液을 保存한 濾液과 台하여 여기예 35% 酒石 酸 水溶液 

10이 률 部하여 1: 2 稀암므니 아水로 中和하고 다음 醋 

酸으로 看酸性으로 하여 臭素酸加里 1g을 加하여 約 

10分間 加溫한 뒤 암로니 아水로 로알카리 性으로 한 다 

음 닉켤의 璞想의 含量 0.01g예 對해 Dimethylglyo- 
血e 溶液 6외롤 加하여 少時間 加溫後 濾紙를 써서 

漫氤 洗滌하고 다음 沈浚生成에 使用한 비 一 카룰 濾斗 

밑에 대고 9N 鹽酸 15 ml 로 溶解하여 溫水로 充分히 

洗滌하여 濾液으로 滴定 操作하였다.

上述의 方法으로 닉 콀赣石 15種을 分析한 結果 닉 킬 

의 含量을 Table 5에 실었다. Table 5에서 試料番 

1~10은 全北 南原 山內 鑽石이고, 試料番號 11- 
14는 청남 燄石이며. 試料番號 15는 慶南 陽山 讀石 

°1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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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Nickel Ore Analysis

Sample
No.

Sample
Weight

(g)

Vol. of 
0-0100 M ED 
TA slon (ml)

Ni found
* (mg) (%)

1 3 6.14 3.62 0.12
2 2 26.50 15-61 0.78
3 3 28-19 16-48 0.55
4 3 17-89 10-50 0-35
5 2 28-02 16.47 、 0.82
6 2 32 24 1&92 0.95
7 3 H-33 6.65 0-22
8 3 23.51 '13.80 0.46
9 3 30.65 17.91 0.60

10 3 33-73 18.80 0-66
n 3 J2-27 7-20 0.24
12 2 30-34 17-81 0.89
13 3 1549 9-09 0.30
14 2 29.65 17-41 0-87

'15 20 855 5-02 0-005

総

i) 共存이온이 微量 存在하여도 Triethanolamine 으 

로 靂蔽시키기 때문에 重量 分析에서와 같이 沈澱올 

分離時 濾過 洗滌에 細心한 注意풀 하지 않어도 無妨 

하다.

ii) 實驗 B 의 各 比較實驗値에서 보는바와 같이 從來 

의 方法과 比較하여 滿足한 結果를 얻었다. 本 方法오 

로서 鑽石에서 닉켈을 定量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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