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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전세계적으로 시안화법은 일차 광물 혹은 정광으로부터 금을 회수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 공정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유독한 잔사 및 시안 함유 폐액은 주변 환경 및 생태계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그 사용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므로 시안화법 이용 시 반드시 시안 함유 폐액의 적절한 처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금광으로부터 금을 회수하기 위한 습

식제련공정인 시안화법과 연계하여 시안 처리 공정을 설계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금 제련에 사용되는 시안화합물의 사용, 규제 및

처리 기술의 국내외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무배출 금 회수 및 처리 공정을 설계하기 위한 생물학적 공정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주요어:: 시안, 시안화법, 금 제련, 시안 규제, 시안 폐액 처리

Abstract

Cyanidation has been used worldwide to recover gold from primary ore or concentrate. The use of cyanide is however becom-

ing an emerging issue because of the toxic residue and wastewater made from the process. The cyanide-containing wastewater

should be treated properly, obeying the environmental standard and regulations. In the present article, the domestic and inter-

national uses, regulations, and treatment technologies of cyanide in gold mining were investigated as a feasibility study to

develop a cyanide treatment process as well as the cyanidation process. A biological cyanide treatment process to develop a zero-

emission gold recovery and wastewater treatment process was also briefly introduced. 

Key words : Cyanide, Cyanidation, gold mining,, cyanide regulation, cyanide containing wastewater treatment

 

 

1. 서  론

시안화법은 1888년 MacArthur and Forrest1)에 의해

제안된 이래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금 습식 제련법

중의 하나이다. 시안화법은 시안화나트륨(NaCN), 혹은

시안 음이온(CN−)이 금, 은 등과 착염을 형성하여 용해

되는 원리를 이용한 공정으로, 아래 반응식 12)를 따르

며, 금 및 은에 대한 선택적 침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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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시안화법 후 금을 포함하는 시안 용액에서 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활성탄 흡착법, 이온교

환법, 아연치환침전법 등이 이용된다.3)

4Au + 8NaCN + O2 +2H2O → 

4 Na[Au(CN)2] +4NaOH (1)

금 회수를 위한 시안화법은 매우 간단하고 효율적이

며 공정에 드는 비용이 적다는 장점이 있어 처음 개발

된 이후 큰 기술의 변화 없이 계속 사용되어 왔다. 시

안화법의 상업적 사용은 1889년 뉴질랜드의 Crown 광

산에서 금 침출을 위해 사용된 것이 최초이며 남아프리

카공화국, 미국, 호주 등이 곧 뒤를 따라4), 1948년 기

준 세계 금 생산량의 약 48%을 생산했던 남아프리카공

화국 Witwatersrand 광산에서는 대부분 시안화법을 사

용하여 금을 생산했다고 알려져 있다.5)

그러나 시안화합물은 생물체에 노출 시 cytochrome-c

oxidase와 결합하여 전자전달을 막아 세포호흡을 방해하

므로 저혈압, 의식장애, 신경 손상, 심지어 사망에 이르

기까지 하는 등 매우 유독한 물질로 알려져 있어 환경

에 유입 시 수계 생물 및 야생 동물에 대해 악영향을

미치므로6,7) 금 제련에 사용 시 적절한 관리 및 처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적이고 경제

적인 시안화합물 처리 공정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 연구

로서 금 제련에 사용되는 시안화합물의 사용, 규제 및

처리 기술 현황을 분석하였다.

2. 사용 현황

시안화합물을 이용한 금 회수 공정은 금을 함유하고

있는 광물의 종류, 품위에 따라 달라진다. 전통적인 시

안화법에 의해 20 - 30시간 내에 90% 이상의 금을 회

수할 수 있는 경우 free milling gold ore라고 하며 이

경우 필요로 하는 시안의 농도는 100 - 250 ppm이다.

전처리를 하지 않으면 금 회수가 어려운 경우 complex

ore, refractory ore라고 지칭하며, 50% 이하의 금 회수

율을 보이는 경우 highly refractory ore라고 정의할 수

있다.8) Free milling ore 중 산화광은 파쇄 후 바로

시안화법을 적용하는데, 이 경우 heap leaching이나 vat

leaching 방법을 이용한다. Heap leaching법은 미국 광

무국(U.S. Bureau of Mines, USBM)에 의해 1969년

처음 제시되었으며, 1970년대 이후 금 회수를 위한 시안

화 공정의 많은 부분을 차지해 왔다.9) Heap leaching

공정에서 금 회수 시 약 200 - 600 mg/L의 시안화나트

륨이 사용되고, 은 회수를 위해 약 600 - 1000 mg/L의

시안화나트륨이 사용된다.10) Heap leaching 공정은 금

광석의 탈수, heap 표면으로 시안 용액의 살수, 금 포

함 용액 회수 등을 포함하는 공정이다. 광석의 금 품위

가 낮을수록, 운전 비용이 낮은 heap leaching을 사용

하는 경향이 있다. Complex ore와 refractory ore의 경

우 시안을 소모하고 금 회수를 방해하는 황화광물 등을

부유선별 및 산화법 등으로 제거한 후 시안을 이용한

침출법을 이용한다.8) 

시안화법은 2001년 기준 전 세계적으로 약 870개소

의 금과 은 광산 중 약 50% 정도의 광산에 적용되었

으며 이 때 약 347,000톤 이상의 시안화나트륨이 사용

되었다.11) 미국의 경우, 1980년도에 약 24개소의 광산

에서 heap leaching 공정이 사용되었으며, 금 시세가

급격히 상승 후 1991년도에 약 151개소의 광산에서

heap leaching 공정을 통한 금 회수가 이루어졌다.12)

2012년 기준 Nevada, Arizona, California, Colorado,

Idaho 등 많은 주에서 시안화법을 통한 금 또는 은 회

수가 이루어지고 있다.13) 캐나다의 경우 2004년 기준

광석에서 제련하는 경우 90% 이상의 금이 시안화법에

의해 회수된다고 알려져 있다.12) 터키의 경우, 연간 약

1,600톤의 시안화합물이 소비되며, 이 중 약 600톤의

시안화나트륨이 Etibank 은광산에서 은 회수를 위해 사

용된 바 있다.14) 

또한 금 제련 시 사용되는 시안화합물 관리와 환경 오

염 및 인간 건강 보호를 위해 시안 제조, 운송, 사용에

대한 프로그램(International Cyanide Management Code

For the Manufacture, Transport, and Use of Cyanide In

the Production of Gold; http://www.cyanidecode.org)이

운영되고 있다. 이는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국제시

안관리협회(The International Cyanide Management

Institute, ICMI)에서 개발한 것으로, 금 제련 산업에서

시안화합물을 사용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하여, 시안화합물 및 제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

안 함유 잔사 및 폐액의 안전한 관리에 중점을 둔다.

가입 회사들은 프로그램 준수 여부에 대해 제3자에 의

한 이행 점검을 받아야 한다. 가입 회사는 업종별로 볼

때 2015년 기준 시안 제조업 22개, 시안 운송업 109

개, 금광업 41개 회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

광산 이름 및 위치, 이 프로그램 인증 여부 등을 게시

하고 있다. 나라별로 보면 북미, 특히 캐나다 회사가 많

이 가입되어 있어 Barrick Gold Corporation 등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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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mont Mining Corporation 등 미국 회사 3개, 그

외 호주 5개, 남아프리카공화국 4개 및 멕시코, 페루,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프랑스령 가이아나,

불가리아 등에 위치한 회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3. 규제 현황

시안화합물 관련 규제는 크게 시안화법의 광업 사용

에 대한 규제와 시안화합물 배출에 대한 규제로 나눌

수 있다. 시안화물은 시안이온(CN-)과 시안화수소(HCN)

같은 자유시안화물(CNfree)과 광석 내 Ag, Cd, Cu,

Hg, Ni 등 금속 이온들과 결합하여 비교적 약한 공유

결합성을 띠는 시안화합물(weak acid dissociable,

CNWAD), 위의 시안화합물을 모두 포함하며 Co, Au,

Fe 등과 강하게 결합된 총시안화합물(CNtotal)로 구분할

수 있다.15) 대부분의 시안 화합물은 불안정한 자유 시

안이 아닌 금속과 결합한 형태로 존재한다. 시안화합물

사용 관련 규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은 기본

적으로 Bureau of Land Management (USBLM)과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의 규정을 따른

다. EPA는 National Pollution Discharge Elimination

System (NPDES)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모든 지표수 오

염원에 대해 허가를 필요로 하며 현재 가능한 기술 수

준을 감안한 환경기준을 제시한다. USBLM의 경우 국

토 관리를 위해, 시안 및 기타 제련 설비 운영에 대해

최소 용인 가능한 설계 기준, 배출 보고, 연방 공유지에

위치한 시설의 정기적인 조사 등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있다.16) 주정부에서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른 규정

이 설정되어 있어,13) Nevada 주에서는 금 회수를 위해

시안화합물의 사용은 허용되나, 천재지변 대비 시설을

구축해야 하며 폐광 시 오염 물질들을 모두 정화해야

한다.17) Montana 주에서는 시안을 이용한 heap

leaching 공정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새로운 노천광산

개발 역시 금지되어 있다.18) Oregon 주에서는 시안 침

출 운전 및 장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 프로그램을 개

발하였다.19) 유럽의 경우,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에서의 가이드라인이 있고 각 국가에서는 그 가이

드라인을 따라 개별 지침을 정한다. EU 가이드라인에

서는 광산업에서의 시안화합물 사용을 규제하고 있지

않으나,20) 체코와 독일에서는 금 광산에서 시안화합물을

사용한 heap leaching 공정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21) 그

밖에도, 남아메리카의 아르헨티나와 코스타리카에서는

노천 광산에서 시안화합물 사용을 금지하였다.22) 이러

한 규제 현황을 볼 때 새로운 시안화합물 사용 광산

개발이 금지되는 등 시안화법 사용을 점차 금지하는 추

세이나, 현재 가동되고 있는 광산에 대해서는 시안화법

이 계속하여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시안화법 사용 관련 규제 외에 시안화합물 자체에 대

한 규정을 살펴보면, 거주자를 포함한 환경의 보호를 위

한 환경기준과 배출에 관한 제한 기준을 각각 달리 규

정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시안화법 등 시안화합물 사

용 자체에 대한 규제는 특별히 없으나, 시안화합물의 경

우 1978년 환경보전법상 특정 유해물질로써 지정되었으

며, 2015년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사고대비물질

로서 관리 대상이다. 먼저 환경기준을 보면, 국내의 경우

먹는물 수질기준 0.01 mg/L, 수질환경기준으로 0.01 mg/L

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 USEPA와 캐나다의 경우, 먹는물

수질기준과 수질환경기준 모두 0.2 mg/L로 규정하고 있으

며, 유럽에서는 먹는물 수질기준 0.05 mg/L, 수질환경 기

준 0.005 mg/L로 규정하고 있다.23) 중국의 경우, 먹는물

수질기준 0.005 mg/L 와 수질환경기준 0.05 mg/L로 규

정하고 있다.24) 전세계적으로 볼 때 대략적인 먹는 물

수질기준과 수질환경기준은 약 0.005 - 0.2 mg/L이다. 산

업에서 배출기준 또한 크게 다르지 않아, 중국의 경우

산업에서 배출허용 기준을 CNtotal 0.5 mg/L로 규정하고

있으며25), World Bank에서는, 광산업에서 배출기준을

CNtotal 1 mg/L, CNfree 0.1 mg/L, CNWAD 0.5 mg/L로

규정하였다.26) EU의 경우 광산업에서 10 mg/L 이상의

CNWAD 배출을 금지하고 있으며27), 미국의 경우, 주마다

다르지만 CNfree 0.2 mg/L 이하, CNWAD 0.2 - 0.5 mg/L

이하, CNtotal 기준 1 mg/L 이하 등의16) 규정을 갖고 있다

. 캐나다에서는 광산업에서 배출기준은 CNtotal 1 mg/L와

CNWAD 0.1 mg/L로 규정하였다.28) 국내의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시안화

합물의 배출 기준은 CNtotal 기준 청정지역 0.2 mg/L 이

하이며 그 외 지역에서의 배출기준은 1 mg/L 이하이다

. 일반적으로 시안화법에 이용되는 시안화합물의 농도

는 위에서 제시했듯이 100 - 1000 mg/L 가량이므로, 배

출기준 CNtotal 0.2 - 1 mg/L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절

한 처리가 필요하다. 

4. 처리 기술 현황

시안화법 사용 시 발생하는 시안 함유 폐액을 시안화

법을 위한 청화제로 다시 회수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매

우 중요하므로 재생 공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시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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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폐액을 청화제로 다시 재생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공정은 Crosse’s process 등으로,29) sodium sulfide를

아연이 함유된 시안 용액에 첨가하여 아연을 황화아연

형태로 전환시켜 회수하고 아연과 결합된 시안을 시안

화칼륨 혹은 시안화나트륨 형태로 재생한다. 또는

acidification과 volatilization을 통해 시안을 회수하는

AVR process도 개발된 바 있다.16) 이렇게 재생되는 폐

액 외에도 재생이 불가능하거나 사용이 종료된 정광의

heap 정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안화합물 함유 폐액은

해당 국가의 규정에 따라서 처리가 필요하다. 

시안 정화 처리 방법은 크게 화학적 처리와 생물학적

처리로 나눌 수 있으며, 화학적 처리 방법으로는

alkaline chlorination, hydrogen peroxide, sulfur dioxide

and air process 등 이 있다.30) Alkaline chlorination 기

술은 가장 오래된 시안 처리 기술 중의 하나로, 폐액의

pH를 높인 후, chlorine 또는 hypochlorite 처리를 통해

시안을 독성이 약한 cyanate(CNO-)로 산화분해 후 처리

하는 기술이다.31) 이 기술은 캐나다 Giant Tellowknife

광산 폐액 중 CNtotal 농도를 7.8 mg/L에서 0.02 mg/L

로 처리 하였으며, Mosquito Creek 광산 폐액 중

CNWAD 농도를 226 mg/L에서 0.5 mg/L로 처리한 바

있다.16,32) 그러나, 금속과 시안 착염의 완전한 분해가

어렵기 때문에 배출기준을 종종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

하는 단점이 있다.33) Hydrogen peroxide 기술은 과산

화수소를 사용하여 시안화물을 산화시켜 제거하는 방법

으로 구리 이온을 촉매로 이용한다. 이 처리 기술은 파

푸아뉴기니의 Ok TEDI 광산에 처음 적용되어 시안 폐

수를 CNtotal 기준 110 - 300 mg/L에서 1 - 10 mg/L로

처리한 바 있다.34) 또한, 미국의 Annie Creek 광산에

이 기술을 적용하여 시안 폐수를 배출기준인 0.2 mg/L

이하로 처리한 바 있다 (처리 후, CNtotal 0.57 mg/L,

CNWAD 0.09 mg/L). 그러나, 최종 산물로 생성되는 암모

니아에 의해 수계 오염을 야기시킬 수 있는 가능성과

고비용이라는 단점이 있어 많이 사용되지는 않는다.34)

Sulfur dioxide and air process의 경우 INCO process

와 Noranda process가 잘 알려져 있으며, 이 기술은

sulfur oxide, 산소, 물 과의 반응을 통해 시안이 시안

산염(CNO−)으로 산화되고 부산물로 황산이 생산된다.35)

이 기술을 사용하여 미국의 Colosseum 광산에서 폐액

내 CNtotal 농도를 하루에 배출할 수 있는 배출기준인

1.2 mg/L 이하로 처리한 바 있다.36) 또한, 캐나다

Golden Bear 광산에 적용되어 폐액에 함유된 시안을

CNtotal 205 mg/L에서 0.3 mg/L로 처리하였다.36) 

이외에 친환경적인 공정으로 미생물을 이용하여 시

안을 분해 및 무독화시키는 생물학적 처리 공정이 개

발 및 사용되어 왔다. 이 경우 두 단계의 공정으로 구

성되는데, 먼저 시안 이온, 혹은 금속과 결합한 시안

착염은 oxidative breakdown을 통해 분해되어 금속은

생물막에 흡착되고 시안은 탄산염(HCO3)과 암모니아

(NH3)로 분해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첫 번째 공정에

서 부산물로 발생한 암모니아를 일반적인 하수처리공

정에 따라 질산화-탈질산화 공정을 거쳐 무해한 N2로

환원시켜 처리한다.30,37) 이러한 생물학적 시안 폐액 처

리 공정은 미국의 Homestake 광산과 Hecla Yellow

Pine 광산에서 폐액 내 시안 농도를 시안의 배출기준인

CNWAD 0.2 mg/L 이하로 낮추기 위해 사용된 바 있다.16)

Homestake 광산에서는 두 단계로 구성된 RBCs (Rotating

Biological Contactors; 회전원판접촉조)를 이용하여 첫

번째 원판에서는 시안을 암모니아로 분해하고 두 번째

원판에서는 암모니아를 질산염으로 질산화시켜 처리하

였다. Two-stage RBC 운전 결과 시안 농도를 0.3 mg/L

이하로 낮출 수 있었다.30) 이러한 생물학적 공정은 갑

작스러운 시안 부하에 잘 대응하지 못한다는 약점이 있

으나, 미생물을 이용하여 시안을 무해한 탄산염과 질소

가스로 전환시키므로 친환경적이고 기존 하수처리 공정

에 편입시켜 사용 가능하며 추가 탄소원 주입이 필요하

지 않아 경제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미생물을 이용한 공정의 경우 각 공정에서 다양한 미

생물이 관여하게 되는데 질산화 및 탈질산화에 각각 관

여하는 미생물 외에 시안 분해 미생물 군집의 유지가

가장 중요하다. 실제 광산 폐액 처리를 위해 운영할 경

우 시안의 유입 농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다양한 환경

변화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폐액 처리 장치 운전 시

다양한 농도의 시안에 적응한 미생물 군집의 유지가 필

요하며 또한 다양한 운전 조건에 따른 미생물 군집의

변화 분석을 통해 최적 운전 조건을 확립하는 것이 중

요하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금광으로부터 금을 회수하기 위한 습

식제련공정인 시안화법과 연계하여 시안 처리 공정을

설계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금 제련에 사용되는 시안

화합물의 사용, 규제 및 처리 기술 현황을 분석하였다.

시안화법은 전세계적으로 금 제련의 주류를 이뤄 온 공

정이나 시안을 함유하고 있는 다량의 유독한 폐액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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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므로 심각한 환경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최근 그

사용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일정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다. 또한 각 국가별로 시안화합물의 사용 및

배출에 대한 규제, 환경기준 등이 강화되었으므로 시안

화법 이용 시 반드시 적절한 기술을 적용하여 시안 함

유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금 제련에서 발

생하는 시안 폐액 처리 기술로는 폐액에 포함된 시안을

재생하는 기술, 화학적 산화 분해 처리 기술, 생물학적

처리 기술 등이 있다. 이 중 생물학적 공정은 일반적인

하수처리 공정과 연계하여 처리 가능하여 경제적이며,

미생물을 이용하여 시안과 결합한 금을 흡착 회수하고

시안을 무해한 탄산염과 질소가스로 전환시키므로 환경

친화적이라는 장점이 있어 향후 무배출 금 회수 및 처

리 공정 연구에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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