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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xtraction curve of metal ions with Amberite LAl-chloroform has been found to be more steeper than 

with Amberite LAI-xylene or hexane, and the extraction ratio of Zn (H) in 2M HC1 solution is 98%. The 
extraction ratio of As (DI) in 9〜 11M HC1 s시n., Sb (Iff) in 2〜4M HC1 so!n. , and Fe (HJ) in 8~10M HCI soln. 
are 100%- The separated elements from Bi meta! were determined by colorimetry, Zn (H ) witii di비】izone. As 

(HI) with Gutzeit method, Sb (Jfl) with brilliant green and Fe (皿)with thiocyanate.

要 約

液狀이온交換體 Amberite LAI 을 chloroform 에 10% 로 묽허서 鹽酸酸性에서 Bi(ffl), As(HI), Sb(Iff), Zn(U) 

및 Fe(』)의 抽出率을 試驗한 結果, Zn(H)는 2M 에서 98%, As(fll)는 7〜UM 에서, Sb(m)는 2〜4M 에서, Fe 
(JU)는 6〜L0M 에서 蒼鉛과 定量的으로 分離되 었다. 그리 고 chloroform 을 溶媒고 썼을때는 xylene 이나 hexane 

을 溶媒로 썼블때보다 더 急傾斜를 이루는 抽出率曲線5 나다니다. 各各의 不純物을 分離後 Zn(H)는 dithizone, 

는 Gutzeit method, Sb(lff)는 brilliant green, 는 thiocyan처坨에 依한 比色方法으로 定:하였다.

序 論

비스무드金屬屮에서 Sb(IB)를 rhodamine⑴, eryst시 

vi시包⑵로 比色定扯할때는 As(IH)가 妨‘苫하고 HgCl舟 

로 As(m)를 比色定量할때는 由(皿)가 많이 共存함으 

로써 妨害하며 o-phenanthroline⑴으로 Fe(]D)를 定*  

할 떼 에도 역 시 실제량보다 적은 량으로 나타난다. 陰 

이온交換樹脂(次，7)로 分離하는 方法은 時間이 많이 걸 

归 는 難點이 있 다.

液狀이 온交換體인 LAI(N-dodecenyl(trialkylmethyl) 
amine)⑴은 acid adsorption capacity 7\ 2. 2meq/ml 로 

서 kerose眼 용내를 썼을때 Zn(H)는 2~3M 鹽酸에서 

96%⑴가 抽出되고 Bit』)는 0.3M!鹽酸에서, As(ni) 

는 8〜 UM｝諏酸에서, Sb(HI) 는 1〜4M 鹽酸에서, 一各己 

足蛍的으로 抽出(项)되고 6〜 10M 염산에서 Fe(Ifl)(u)도 

역시 定弛的으로 抽出되었다.

本實驗에서는 比色定量할때 共存하는 妨害이온들을 

除去하고, 이온交換樹脂로 分離할때보다 신속하게 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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離하기 爲하여 液狀이온交換體를 씨서 適當한 溶媒의 

選擇과 Zn(H) As(lH), Sb(lK), Fe(DD의 分離定量을 

하고자 한다.

實 驗

(1) 試 藥

本實驗에서 使用한 日本 和光製品인 길산과 암모니 

아水는 C.P. 級으로서 各各 200ml 씩 取하여 증발건고 

하여 不純物로서 含有된 亞鉛을 分析한 結果는 염산속 

에 60#g, 암모니 아水속에 62卩g 씩 들어 있 었다. 이 온 

交換體를 利用하여 吸着된 이온들을 溶出하는 염산용 

액이 多量 所要되면 本來 비스무트中에 不純物로 들어 

있는 亞鉛보다 많은 汚染된 量이 檢出된다. 이와같이 

鹽酸中이나 암모니 아水中에 들어있는 不純物을 除去하 

기 爲하여 높이 45cm, 직경 1.5cm 管에 Dowex 1X4 
의 樹脂를 充塡하고 IM HNO3 200ml 로 잘 씻어버 린 

다음 0.5M 염 산 300ml 를 通하여 平衡시 키 고 7.5M 鹽 

酸을 2ml/min 의 速度로 通過시 켜 처 음에 나오는 100ml 
는 버 리고 다음에 나오는 500ml 를 받고 다시 처음과 

같이 질산으로씻고같은操作을되풀이하였다. Zn(H) 

와 Fe(』[)는 完全히 除去되 었다. 암모니 아水는 乂 의 증 

류플라스코에 1Z 의 진한 암모니아水를 넣 고 900ml 까지 

증류하여 使用하였다.

Sb(IB), As(DI), Zn(U) 吳(皿)를 比色定量하는데 

쓰는 다른 試藥들도 定量할때 와 같은 方法으로 이 미 試 

藥中에 含有된 不純物를을 除去한 다음 使用하였다.

비 스무트金屬은 99. 99%의 大韓重石 서 울製鍊所 生 

產品을 묽은 질산에 늑여 진한 염 산으로 3회 증발건 

고하여 0.5M 의 염산에 녹여 사용하였고 液狀이온交 

換體는 Fisher Scientific Co• 製品인 Amberite LAI 陰 

이은交換體를 各 溶媒에 10% 로 묽혀서 使用時에 묽은 

鹽酸으로 씻은 後에 使用하고, 이온들을 抽出할때, 完 

全히 分離되지 않고 水溶液層에 남아있는 이온交換體는 

같은 溶媒로 씻어주었다.

(2) 各溶媒에 對한 의 抽出

Bi(Iff)의 抽出試驗에 있어서는 溶媒로서 크로로포름, 

小헥산, 찌렌(xylene)을 썼으며 이들 各溶媒에 10%로 

묽혀 준 이 온交換體 100ml 와 各濃度의 鹽酸 50ml 및 

20. 43mg/ml 의 BiCk 용액 1ml 씩 넣고 5 分間씩 흔들 

어서 平衡시킨후 두層을 分離하여 水溶液層과 이온交 

換體層에 들어있는 Bi(Iff)를 定量하였다. 이온交換體 

層에 들어있는 Bi(EI)는 0.5M 질산 20ml씩 넣고 3회 

逆抽出하여 EDTA 로 定量하였다.

5M 以上의 염산산성에서 吸着된 는 少量이므 

로 sodium diethyldithiocarbamate(”)의 比色法으로 定 

量하였다. 各己의 抽出率은 다음과 같이 計算하였다.

抽出率=
이온交換體에 吸着된 量 

全體의 岳(皿)矗…一 X100

BMJD의 抽出率은 Fig. 1 과 같다. A헥산이나 씨렌 

을 溶媒로 썼을때보다 크로로포름을 溶媒로 썼을때는 

急傾斜의 抽出曲線을 形成하므로 다른 이온들과 分離 

하는것이 대단히 容易하며 또한 다른 이온들에 對하여

Figure 1. The extraction curve of Bi(皿)with LAI

吸着으로 因한 汚染을 最小限度로 줄일수 있으므로 크 

로로포름을 써서 分離하는 實驗을 하고자 한다.

(3) 크로로포름에 依한 抽出

As(IH) 8.75mg/ml, Sb(m) 18.01mg/ml, Zn(fl) 
6. 42mg/ml, Fe(lH) 5. 60mg/ml 의 各標準溶液 1ml 와 

各濃度의 鹽酸 50ml 를 取하여 Amberite LAI 을 크로 

로포름에 10%로 묽힌 100ml 에 넣고 분액깔대기 에서 

5分間씩 흔들어 平衡시 킨 다음 吸着된 이 온들은 0.5M 
질산을 20ml 씩 넣고 3회 逆抽出하였다.

逆抽出된 ZnQ)와 Fe(HI)는 EDTA 滴定法으로 定 

量하고 Sb(JI)와 As(JI)는 iodine 용액 으로 定量하였 

다. 크로로포름을 溶媒로 써서 Sb(HD, As(H[), 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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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Zn(R)를 抽山한 結果는 Fig. 2와 같다.

Fig. 1 과 Fig. 2를 比較하여 알수 있는바와 같이 也-헥 

산이나 씨렌을 쓰면 Zn(n)와는 서로 抽出分離되지 않 

는 것을 알수있 다. Kerosene 도 헥산과 비 슷한 Bi(皿) 

의 抽出率⑩을 나타내므로 Bi(m)에서 sb(in)와 zn 

(H)를 分離하는데는 適當하지 않다. 故로 Zn(H)를 

Bi(ni)에서 分離하려면 크로로포름을 사용함으로써 Bi 

(皿)의 同時抽出을 ：破小限度로 줄이민서 分離할수 있 

었다

(4) 비스무트金屬中 不純物의 定量

液狀이온交換體로써 비스무트金屬中 不純物을 分離 

할때는 한가지의 이온을 分離할때마다 試料液을 다시 

取하였으며 이온交換體에 吸着된 이온을 定量하기 위 

하여 逆抽出할때는 實驗 (3)과 같은 方法으로 逆抽出 

하였다. 分離된 As(Iff)는 Gutzeit method아3〉, Sb(]U)는 

brilliant green이'), 는 dithizone 에 依한 比色(⑸

Fe(lH)는 thiocyanate 에 依한 比色法으로 各各 定量하 

였다.

Table 1은 大韓重石 서을製鍊所에서 精鍊하여 輸出

Table 1. Determination of impurities in Bi-metal 

==I二打t ie「一『M 市XW亢W亏商两

Impurties in Bi samples* 10 2—3 5~2 5
Added amts. 5 10 10 5
Determined amts. IS 15 IS 12

ft 16 10 15 14
〃 18 14 17 11
〃 15 12 20 12
ff 16 16 18 9

Means 16.6 13.2 15.6 11.8

* spectrographic data at Griffith Lab. England.

하는 99. 99%의 비 스무트金屬을 分析한 結果이 며 本來 

의 分析値는 英國의 Griffith Lab. 에서 分光分析法에 

依하여 分析한 結果이다. 99. 99%의 비스무트金屬中 

不純物의 含量이 너무 작아서 定量하기에 困難하므로 

5〜10鶴씩 各己의 不純物을 添加한후에 分析하였으며 

分析結果는 平均 2留程度씩 더 많은 結果를 나다냈다.

結 論

(1) 염산은 이은交換樹脂들 利用하여 精製하고 암모 

니아水는 증류하여 쓰므로써 이들中의 不純物로 因하 

여 생기는 誤差를 除去할수 있었다.

(2) LAI 의 陰이 온液狀이 온交換體는 溶媒로써 크로 

로포름을 썼을때 俗헥 산, 씨렌等을 셨을때보다 더 抽 

出率曲線의 기울기가 急傾斜를 이루기때문에 다른 이 

온들과 分離하기가 容易하였다

(3) 비스무트金屬에서 亞鉛은 98%, As(Iff), Sb(K) 
및 Fe(DI)는 定量的으로 分離되며 10~15,如 의 不純物 

含有一玷에 •對하여 2/zg 程度씩 더 많은 分析結果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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