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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simply to obtain gold through a microwave-nitric acid experiment of invisible gold

concentrate with the use of filter paper. For the purpose, this study conducted a microwave-nitric acid leaching

experiment and examined nitric acid concentration. As a result of the experiment, this study discovered that Fe, Te

and Ag were completely leached in the leaching solution whereas Au was not determined in all of the nitric acid

conditions. The leaching solution was filtered with three filter papers and then these filter papers were analyzed

with SEM/EDS. As a result of the EDS analysis, Au was detected in all of the surface and cross-section of the 1st,

2nd and 3rd filter papers. As the three filter papers containing solid-residue were analysed in the lead-fire assay,

gold particles were found in all of the nitric acid conditions. In the lead-fire assay, maximum gold(452.50g/t) was

recovered when nitric acid concentration was 6M and microwave leaching time was 12m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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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 목적은 비-가시성 금 정광을 마이크로웨이브-질산용출 시키고, 여과지를 이용하여 금을 단순하게 얻고자 하

였다. 본 실험에서 사용된 시료의 경우 질산농도별로 마이크로웨이브-질산용출실험을 수행한 결과 Fe, Te, Ag 등은

완전용출(100%) 되었지만, Au는 용해되지 않았다. 용출용액을 3장의 여과지로 여과하여 SEM/EDS 분석한 결과 첫

번째, 두 번째 및 세 번째 여과지의 표면 및 단면 모두에서 Au가 검출되었다. 고체-잔류물이 포함된 여과지 3장을 모

두 납-시금법에 사용한 결과 질산농도 모두에서 금 입자들이 회수되었다. 최대 금 입자(452.50g/t)가 얻어진 용출조건

은 질산농도 6M에서 그리고 마이크로웨이브 조사시간 12분에서였다.

주요어 : 비-가시성 금, 마이크로웨이브-질산용출, 여과지, 여과, 금 입자

1. 서 론 

비-가시성 금 정광에 시안 혹은 비-시안 용매를 적

용해도 금이 효과적으로 용출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원인은 금이 황화광물에 화학적으로 결합되어 고용체

(solid solution)를 이루거나 혹은 0.1μm 이하의 극미립

자로 황화광물의 격자구조에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황화광물에 포획된 비-가시성 금을 단체분리하

기 위하여 소성, 고압산화 및 미생물산화(biooxidation)

방법으로 전처리 한다. 그러나 이들 방법을 적용 후

시안 혹은 비-시안 용매로 용출해도 금이 효과적으로

용출되지 않는다(Cheng et al., 2013; Hasab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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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Yanuar and Suprapto, 2015). 또한, 이와 같은

방법으로 비-가시성 정광을 전처리 할 때 많은 경비가

소요된다(Komnitsas and Pooley, 1989).

그렇기 때문에 비-가시성 금 정광으로부터 효과적으

로 금을 단체분리 시킬 수 있는 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비-가시성 금을 포획하고 있는 황화광물을 마이크로웨

이브-질산용출 시키면 매우 짧은 시간에 용해된다. 즉,

비-가시성 금을 포획하고 있던 황화광물이 마이크로웨

이브-질산용출에 용해되지 않으며(Kim et al., 2019a,

2019b), 이때 비-가시성 금은 질산용액에 용해되지 않

고 자동으로 분리된다(Gao et al., 2009; Jotanovic et

al., 2012; Kim et al., 2017). 

질산용액에 용해되지 않은 비-가시성 금은 용출용액

에서 고체상(solid phase)으로 존재할 것이며, 고체상의

비-가시성 금을 여과지로 여과하면 금을 여과할 수 있

을 것이다. 물론 비-가시성 금은 나노 크기이기 때문에

여과지 기공을 통과하지만, 나노 크기의 금이 여과지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케이크 층(cake layer), 외부 파울링

(external fouling) 혹은 내부 파울링(internal fouling)

등에 의하여 여과지에 여과될 것이다(Shirazi et al.,

2010; Antony et al., 2011; Guo et al., 2012; Iritani

et al., 2015).

따라서 본 연구 목적은 비-가시성 금을 함유하는 황

화광물 정광을 마이크로웨이브-질산용출 시켜 비-가시

성 금을 용출용액으로 분리시키고자 하였고, 분리된 비

-가시성 금을 여과지로 여과시킨 후 납-시금법(fire

assay)으로 회수하고자 하였다. 

2. 시료, 실험 및 분석방법

2.1. 시료

마이크로웨이브-질산용출실험에 사용할 금 함유 황

화광물 정광시료는 (주)썬시멘트(전남 해남군 황산면)

에서 제공 받았다. 광석에 대하여 연마편과 박편을 제

작하여 반사 및 편광 반사 현미경으로 황화광물과 맥

석광물을 관찰하였다. 정광시료는 입도분석, XRD분석,

화학분석 및 마이크로웨이브-질산용출실험에 사용하였

다. 정광시료에 대한 금속함량은 왕수분해를 통하여 AAS

로 분석하였고, 금 함량은 납-시금법으로 분석하였다.

2.2. 마이크로웨이브-질산용출실험 

금은 Nugget effect가 매우 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정광 시료를 채취하기 전에 충분히 잘 혼합하였다(Dominy

et al., 2003; Wang et al., 2016). 그리고 사분법(cone

and quartering)을 이용해(Rao and Reddi, 2000) 정광

100.0g을 채취한 다음 삼각 플라스크(5.0L)에 넣고, 질산

용액(1-6M) 1,000ml를 첨가하여 산업용 마이크로웨이브

오븐(industrial microwave oven)에 넣었다. 이 삼각 플

라스크는 응축기에 연결하고 20oC의 물을 순환시켰다.

그런 후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을 작동시켜 질산농도별로

용출실험을 수행하였다(이하 마이크로웨이브-질산용출

실험). 용출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된 NO가스는 응축

기(reflux condenser, 2개 연결, 길이=102cm), 4개의

가스 세척용기(각각 용량=20L), 활성탄 흡착 장치(3kg

의 활성탄 충진) 그리고 덕트(직경=100mm)를 통해

옥상으로 배출시켰다. 첫 번째와 네 번째 배출용기는

비워둔 상태로, 두 번째와 세 번째 배출용기는 증류수

1.0L을 충진하여 사용하였다. 용출실험이 종료된 즉시

삼각 플라스크의 표면 온도를 적외선 온도계(infrared

thermometer, testo 835-T1, Germany, ±1.0oC)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응축기 상부에 증류수(200ml)를 주

입하여 내부를 세척한 후 다음 실험을 진행하였다.

2.3. 여과실험 

삼각 플라스크에 들어 있는 용출용액과 고체-잔류물

은 여과시스템(직경=30cm, 높이=26cm)에 모두 부었

다. 이 여과시스템 하부에는 Fig. 1a와 같이 여과지(현

대마이크로제지 No53, 공극크기=1-2μm, 직경=30cm,

두께=0.2mm) 3장을 겹쳐놓았다. 여과시스템에 연결된

진공펌프(Welch 2014C-02, Germany)를 가동하여 여

과하였다. 여과방법은 두 가지로 수행하였다. 첫 번째

여과 방법은 질산농도 2, 4 및 6M으로 마이크로웨이

브 용출한 용출용액을 3장의 여과지로 겹쳐서 여과하

였다. 그런 후, 첫 번째, 두 번째 및 세 번째 여과지

자체에 대하여 각각 XRD, SEM/EDS분석을 통해 여

과지 표면 및 단면에 대한 여과 특성을 확인하고자 하

였다. 두 번째 여과방법은 1, 2, 3, 4, 5, 6M의 질산

농도로 마이크로웨이브 용출한 용출용액을 3장의 여과

지로 각각 여과하였다. 그런 후 3장의 여과지 모두를

40oC 건조기에서 12시간 동안 건조하였다. 그러면 건

조된 여과지 표면에는 Fig. 1b와 같이 고체-잔류물이

남는다. Nugget effect가 매우 심각하게 일어나는 금

분석은 시료양이 많을수록 대표적인 시료가 될 수 있

다. 따라서 납-시금법에 투입하는 시료를 10.00g으로

선정하였고(McDonald et al., 1994; Balcerzak, 2002),

여과지 위의 고체-잔류물 무게가 정확히 10.0g이 되도

록 고체-잔류물을 조정한 후, 여과지 3장 모두를 납-시

금법의 시료로 투입하여 금 함량을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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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분석방법

입도분석 

정광시료에 대하여 입도분석(Mastersizer-3000E,

Malvern, England)을 실시하였다. 먼저 순수한 증류수

를 첨가하고 혼탁도를 조사하여 영점 조정하였다. 그

런 후 혼탁도가 5-20%가 되도록 시료를 첨가하고 증

류수에서 분산되도록 하였다. 레이저 빔을 분산되는 시

료에 조사하여 산란되는 각도 변화를 측정하였다. 산

란 각도를 총 5회 반복 측정하였고, 이를 평균 입도

크기로 나타냈다. 

XRD분석

정광시료, 고체-잔류물 그리고 1×1cm로 절단한 첫 번

째, 두 번째 및 세 번째 여과지 자체를 X-선 회절분석기

(X-ray diffractometer, XRD, X'Pert Pro MRD(MRD),

PANalytical, Netherlands) 분석에 사용하였다. XRD분

석 조건은 Cu-Kα 선을 이용하여 가속전압 40kV, 전

류 30mA, 주사속도 2°/min.으로 3°∼70°의 2θ 구간을

분석하였다.

마이크로웨이브-분해 

정광 시료 그리고 사용하지 않은 여과지, 첫 번째

여과방법에서 얻은 3장의 여과지를 마이크로 시료 용해

장치(Microwave digestion system MARS 6, CEM,

USA)를 사용하여 왕수분해 하였다. 사용하지 않은 여

과지와 첫 번째 여과방법에서 얻은 3장의 여과지 모두

를 1×5cm 면적으로 절단하였다. 

절단된 여과지와 정광시료를 테플론 용기에 넣고 왕

수 10ml를 첨가하였다. 그 후 용기를 마이크로 시료용

해 장치에 장착한 후, 15분 동안 200oC까지 올리고

15분 동안 200oC의 온도를 유지하였다. 그런 후 15분

동안 냉각시켰다. 냉각된 용출용액의 무게를 정밀 측

정하였고, 최종 체적(final volume)이 20ml가 되도록

증류수로 각각 조정하였다. 조정된 용출용액은 0.45μm

여과지로 여과하고 금속함량을 원자흡광분광광도계

(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ry, AAS, AA-

7000, Shimadzu, Japan)로 분석하였다.

납-시금법 

Nugget effect가 매우 심각하게 일어나는 금 분석은

시료양이 많을수록 대표적인 시료가 될 수 있다. 따라

서 납-시금법에 투입하는 시료를 10.0g으로 선정하였

다(McDonald et al., 1994; Balcerzak, 2002). 정광과

3장의 여과지를 각각 납-시금법의 시료로 사용하였다.

정광시료 10.0g을 초벌구이 도가니(fire clay crucible)에

넣고, 산화납(litharge, 35g), 소다회(soda ash, 70g),

붕사(borax, 12g), 규사(silica, 12g) 등을 장입하였다.

그런 후 이들 시료 표면에 질산은(AgNO3) 용액

20mg을 첨가하였다. 여과지 시료는 3장의 여과지(고체

-잔류물 포함)를 초벌구이 도가니 내부에 넣고 태워서

그 재(ash)를 납-시금법의 시료로 사용하였다. 여기에

산화납(35g), 소다회(70g), 붕사(12g), 규사(12g) 등을

장입한 후 이들 시료 표면에 질산은(AgNO3) 용액

20mg을 첨가하였다. 이들 시료가 장입된 도가니들은

머플(muffle) 도가니에 넣고 공기를 공급하면서 940oC

에서 40분간 가열하였다. 그런 다음 공기를 차단한 상

태로 1,150oC로 1시간 동안 용융시켰다. 용융체를 철

거푸집(iron mold)에 붓고 자연 냉각시켰다. 유리질 슬

래그와 납추(lead button)를 망치로 가격하여 분리하였

다. 납추는 큐펠 도가니에 넣고 940oC에서 60분간 가

열하여 납이 도가니 내부로 흡수되도록 하였다. 도가니

바닥에 남은 silver bead를 회수하여 무게를 재고, 히

팅블록(heating block)에서 20% 질산 15ml를 가하여

150oC로 15분간 용해시켜 Ag를 제거하였다. 그리고 금

잔류물에 포함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다시

850oC에서 5분 동안 가열(annealing)하였다. 순수한 금을

Fig. 1. Photographs of filter papers, a: new filter papers, b: the solid-residue and fine particles on the 1st filter papers, c: the

2nd and the 3th filter papers. The scale bar is 30cm in 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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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하여 품위를 계산하였다. 회수된 금 입자들은 실체

현미경(Stereoscopic microscope, SZ61, OLYUMPUS,

Japan)으로 관찰하였다. 

SEM/EDS분석

여과지 표면 및 단면에 대하여 주사전자현미경(Sca-

nning elelctron micropscope, SEM, S4800, Hitachi,

Japan)/에너지분산분광기(Energy dispersive analyzer,

EDS, S4800, Hitachi, Japan)분석하였다. 이들 시료에

대하여 Pt코팅하고 SEM관찰하였다. EDS분석은 대표

적인 표면을 면(area)으로 설정하여 분석하고, 미립자

들은 점(point)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광석 및 정광시료

심도별로 함금석영맥의 금광석에 대하여 연마편을

제작하였고, 반사편광현미경(ECLIPSE LV100DOL,

Nicon, Japan)으로 관찰한 결과 반자형의 황철석

(Fig. 2a)과 골격구조의 황철석 내부를 충진한 황동석이

나타났다(Fig. 2b). 정광시료에 대하여 입도분석 한 결

과, D20=12μm, D50=28μm, D80=81μm으로 나타났

고(Fig. 3), XRD분석에서 황철석(pyrite)과 석영

(quartz)이 확인되었다(Fig. 4). 

정광시료에 대하여 화학분석 한 결과, Fe가 35.35%,

Cu가 0.25%, Pb가 0.31%, Zn이 0.56%, Te이 0.06%,

Ag이 0.17%으로 그리고 정광시료에 대하여 납-시금법

을 수행한 결과 54.40g/t의 금이 나타났다(Table 1).

Fig. 2. Reflected light photomicrographs of ore minerals. Chal: chalcopyrite, P: pyrite, Q: quartz. The scale bar is 500µm(a)

and 100µm(b) in length.

Fig. 3. Particle size distribution of raw concentrate. solid

line: residue distribution curve, dotted line: cumulative

distribution curve. 

Fig. 4. XRD pattern of raw concentrate. P: pyrite, Q: quar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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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광석을 구성하고 있는 황철석과 황동석을 현미경으로

관찰하였으나 자연금(native gold), 엘렉트럼(electrum)

혹은 금 함유광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납-시금

법으로 금광석을 분석했을 때 금이 54.40g/t이 얻어진

것으로 보아 본 실험에 사용된 정광은 금이 비-가시성

상태로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비-가시성 금

은 육안이나 광학현미경에서 금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화학분석 했을 때 금이 검출되는 경우를 말한다(Allan

and Woodcock, 2001). 

3.2. 농도효과

정광 100g에 대하여 마이크로웨이브-질산용출실험을

12분 동안 질산농도별(1-6M)로 수행한 후 3장의 여과

지로 용출용액과 고체-잔류물을 여과하였다. 이에 따른

용출용액, 고체-잔류물 그리고 납-시금법으로 회수된 금

입자들의 특성에 관하여 서술하였다. 

3.2.1. 용출용액 

가열온도

정광을 마이크로웨이브-질산용출실험을 질산농도별

로 12분 동안 수행한 후 용출용액의 가열온도를 각각

측정하였다. 그 결과 용출용액의 온도가 1M일 때

78oC, 2M일 때 82oC, 3M일 때 83oC, 4M일 때

83oC, 5M일 때 86oC 그리고 6M일 때 89oC로 나타

났다(Table 2).

금속원소 용해효율

질산농도별로 마이크로웨이브 용출한 용출용액 10ml

를 채취하여 실린지필터(공극 크기=0.45μm)로 여과하

여 금속이온 함량을 AAS로 분석하였다. 마이크로웨이

브-질산용출에 따른 정광의 금속원소 용해효율을 알아

보기 위하여 정광에 대한 용출용액(질산농도별)의 금속

원소 함량을 백분율로 나타냈다. 그 결과, Pb, Zn, Cu

의 용해효율은 질산농도가 증가할수록 증가하였다. 그

러나 Pb의 최대 용해효율은 6M 질산농도에서 43%,

Zn의 최대 용해효율은 6M에서 84% 그리고 Cu의 최

대 용해효율은 6M 질산농도에서 63%로 나타나고 있

다(Table 2). Pb와 Zn은 광석에서 어떤 광물로 존재하

는지 알 수 없으나 Cu는 현미경에서 확인되듯이 황동

석(CuFeS2)로부터 유래한 것이 확실시된다. Fe는 질산

농도 6M에서, Te는 질산농도 2M에서 그리고 Ag는

질산농도 4M에서 완전용출(100%)되었다. 용출용액에

서, Fe는 역시 현미경에서 확인되듯이 황동석과 황철

석(FeS2)으로부터 유래한 것이 확실시되지만 Ag와 Te

는 정광에 포함된 광물인 hessite(Ag2Te)로부터 유래했

을 것으로 사료된다(Kim et al., 2014). 질산농도별 용

출용액에 대하여 Au 함량을 AAS로 분석한 결과 1-

6M 모두 불검출로 나타났다(Table 2). 

3.2.2. 고체-잔류물

무게 감소율

정광 100g을 질산농도별로 12분 동안 마이크로웨이

브-질산용출실험을 수행하여 고체-잔류물을 얻었다. 정

광 무게에 대한 고체-잔류물의 무게를 무게 감소율로

나타낸 결과 무게 감소율은 질산농도가 증가할수록 증

가하였다. 즉, 1M일 때 무게 감소율이 21%, 2M일

때 42%, 3M일 때 57%, 4M일 때 69%, 5M일 때

83% 그리고 6M일 때 85%로 나타났다(Fig. 5). 

XRD분석 

정광에 대하여 마이크로웨브-질산용출실험을 질산농

도별로 수행한 후 고체-잔류물에 얻었다. 이들 고체-잔

류물에 대하여 XRD분석 한 결과, 황철석의 peak들은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raw concentrate by AAS

and fire assay

Fe Cu Pb Zn Te Ag Au(FA)

35.35 0.25 0.31 0.56 0.06 0.17 54.40

unit: (wt.%) (FA): fire assay analysis for Au(g/t).

Table 2. Temperature, leaching rate(Pb, Zn, Fe, Cu, Te, Ag) and Au content on the leaching solution(after 0.45µm
filtration) as a function of nitric acid concentration

Nitric acid concentrate (M) Temperature (oC)
Leaching rate (%)

Au content (mg/L)
Pb Zn Fe Cu Te Ag

1 78 3 8 22 28 82 64 n.d
2 82 3 22 54 48 100 85 n.d
3 83 5 44 60 45 100 98 n.d
4 83 7 60 77 53 100 100 n.d
5 86 12 70 83 60 100 100 n.d
6 89 43 84 100 63 100 100 n.d

n.d.: not determ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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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산농도가 증가할수록 감소하여 나타났고 반면에 원

소 황의 peak들은 증가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Fig. 6).

이와 같은 원인은 정광에 포함된 황철석이 (1)식과 같

이 마이크로웨이브-질산용출에 의하여 용해되어 제거

되고, 이에 따라서 원소 황(S0)이 생성되기 때문이다

(Ibrahim and El-Hussaini, 2007; Gao et al., 2009).

FeS2+4HNO3=Fe(NO3)3+NO(g)+2S0+2H2O (1)

또한, 광석에 포함된 황동석(CuFeS2)이 (2)식과 같이

마이크로웨이브-질산용출에 의하여 용해되어 제거되고

원소 황(S0)이 생성되기 때문이다(Habashi, 1973).

3CuFeS2+20HNO3→3Cu(NO3)2+3Fe(NO3)3+6S0+

5NO+10H2O (2)

3.2.3.여과지 

여과지 표면에 대한 XRD분석

용출용액과 고체-잔류물을 3장의 여과지를 겹쳐서 여

과할 때 첫 번째 여과지 위에 대부분의 고체-잔류물이

남는다. 비-가시성 금 입자들, 즉 나노크기 금 입자들

은 첫 번째 여과지 기공(1-2μm)을 통과하지만, 비-가

시성 금 입자들이 여과지 표면에서 불용성 고체잔류물

에 의해 일어나는 외부 및 내부파울링 그리고 농도분

극에 의하여 어느 정도 금들이 첫 번째 여과지에 여과

된다 하더라도 두 번째와 세 번째 여과지를 계속 통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 여과지 표면에 대하여 XRD

및 SEM/EDS분석을 수행하면 어떤 광물이 여과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광을 2,

4, 6M의 질산농도로 마이크로웨이브-질산용출실험을

12분 동안 수행한 후 3장의 여과지로 용출용액과 고체

-잔류물을 여과하였다. 첫 번째 여과지에 남아 있는 고

체-잔류물을 실리콘 브러쉬로 제거한 후, 첫 번째, 두

번째 및 세 번째 여과지를 겹쳐놓고 1×1cm 면적으로

절단하였다. 절단된 여과지 자체를 XRD분석에 사용하

였다. 그 결과 첫 번째 여과지 표면에서 석영과 원소

황에 해당되는 peak들이 나타났다(Fig. 7). 그러나 두 번

Fig. 5. Weight loss rate of solid-residue as a function of

nitric acid leaching. 

Fig. 6. XRD patterns of the solid-residues. P: pyrite, Q:

quartz, S: sulfur.
Fig. 7. XRD patterns of the filtered materials on the 1st

filter papers, Q: quartz, S: sulf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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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와 세 번째 여과지에 대한 XRD분석 결과(Table 3),

Fig. 7. raw와 같이, 사용하지 않은 여과지에서 전형적

으로 나타나는 peak들만 관찰되었다. 

여과지 표면 및 단면에 대한 SEM/EDS분석

용출용액과 고체-잔류물을 3장의 여과지를 겹쳐서 여

과할 때 비-가시성 금 입자들은 첫 번째, 두 번째 그

리고 세 번째 여과지 기공(1-2μm)을 통과할 것이다.

이때 비-가시성 금 입자들 내부 파울링 현상에 의하여

여과지 표면(surface)과 단면(cross-section)에 남아 있

게 된다. 따라서 이들 여과지 표면과 단면에 대하여

SEM/EDS분석 하면 금이 검출될 것이다. 

첫 번째 여과지 표면에 대한 SEM관찰 결과를 Fig. 8

에 그리고 이들 표면에 대한 EDS 면 분석 결과는

Table 4에 정리하였다. 사용하지 않은 여과지 표면

(Fig. 8a)은 섬유상 조직이 관찰되며, EDS분석 결과 C와

O만 검출되었다. 그러나 2M(Fig. 8b), 4M(Fig. 8c)

및 6M(Fig. 8d) 여과지들의 표면은 섬유상 조직과 미

립자들이 피복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표면에 대

한 EDS 면 분석결과 모두 Au가 검출되었다. 

첫 번째 여과지 단면에 대한 SEM관찰 결과를

Table 3. The d-values of the 2nd and 3rd filter paper by XRD

2nd filter paper 3rd filter paper

raw 2 M 4 M 6 M raw 2 M 4 M 6 M

d-value(Å)

6.31 5.98 6.09 6.04 6.30 6.00 6.10 5.98

5.25 5.25 5.22 5.29 5.29 5.27 5.27 5.27

3.93 3.90 3.94 3.94 3.89 3.91 3.90 3.92

3.49 3.49 3.87 3.88 3.49 3.49 3.49 3.86

3.49 3.49 2.62 2.64 3.49

2.62

Fig. 8. SEM image of raw(a) and the 1st filter papers on the top view. a: 0M, b: 2M, c: 4M, d: 6M. The scale bar is 500µm in

length. 

Table 4. The results of the EDS analysis for the surface in

Fig. 8.

raw 2M 4M 6M

El. Wt.% El. Wt.% El. Wt.% El. Wt.%

C 39.86 C 23.32 C 25.26 C 36.57

O 60.14 O 50.96 O 50.94 O 41.77

Al 1.37 Al 1.02 Al 1.11

Si 4.92 Si 4.71 Si 5.80

S 7.02 S 7.42 S 7.71

Fe 4.76 Fe 3.69 K 0.39

Au 2.71 Au 2.70 Fe 2.08

Pb 4.94 Pb 4.27 Au 2.25

Pb 2.32

El.: element, Wt.%: weigh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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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에 그리고 이들 단면에 대한 EDS 면 분석 결과

는 Table 5에 정리하였다. 사용하지 않은 여과지 단면

(Fig. 9a)은 섬유상 조직이 여러 층으로 겹쳐져 있는

것이 관찰되며, EDS분석 결과 C와 O만 검출되었다.

그러나 2M(Fig. 9b), 4M(Fig. 9c) 및 6M(Fig. 9d)의

여과지 역시 섬유상 조직이 여러 층으로 겹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단면에 대한 EDS 면 분석 결과 모

두 Au가 검출되었다.

Fig. 9. SEM image of raw(a) and the 1st filter papers on the cross section. a: 0M, b: 2M, c: 4M, d: 6M. The scale bar is

200µm in length.

Table 5. The results of the EDS analysis for the cross-

section in Fig. 9.

raw 2M 4M 6M

 El. Wt.%  El. Wt.%  El. Wt.%  El. Wt.%
C 40.71 C 36.85 C 37.47 C 38.54
O 59.29 O 59.82 O 57.46 O 56.49

S 1.66 Si 0.82 S 2.63
Au 1.67 S 1.42 Au 2.35

Fe 1.04
Au 1.79

El.: element, Wt.%: weight %.

Table 6. The results of the EDS analysis for the 2nd and 3rd filer paper(surface and cross-section)

 surface(2nd filter paper) cross-section(2rd filter paper)

raw 2M 4M 6M raw 2M 4M 6M

El. Wt.% El. Wt.% El. Wt.% El. Wt.% El. Wt.% El. Wt.% El. Wt.% El. Wt.%
C 40.49 C 37.79 C 38.00 C 34.52 C 50.50 C 34.84 C 36.53 C 38.27
O 59.51 O 55.99 O 57.41 O 58.01 O 59.50 O 60.34 O 60.34 O 58.99

Si 1.08 S 1.84 Si 0.78 Al 1.17 S 1.43 S 1.37
S 2.48 Fe 1.07 S 2.77 S 1.58 Au 1.70 Au 1.37
Fe 0.89 Au 1.67 Fe 1.06 Au 2.08
Au 1.77 Au 2.86

surface(3rd filter paper) cross-section(3rd filter paper)

raw 2M 4M 6M raw 2M 4M 6M

El. Wt.% El. Wt.% El. Wt.% El. Wt.% El. Wt.% El. Wt.% El. Wt.% El. Wt.%
C 50.28 C 38.29 C 37.60 C 36.20 C 40.63 C 33.11 C 32.51 C 35.03
O 59.72 O 56.91 O 58.14 O 57.33 O 59.37 O 60.86 O 62.20 O 61.36

S 1.95 S 1.50 S 2.47 S 3.58 S 2.17 S 2.12
Au 2.84 Au 2.75 Fe 1.47 Au 2.45 Au 3.12 Au 1.48

Au 2.53

El.: element, Wt.%: weigh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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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과 같이 동일한 면적에 대하여 두 번째 및 세

번째 여과지의 표면과 단면에 대하여 각각 EDS 면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두 번째 및 세 번째 여과

지 표면과 단면의 2M, 4M, 6M 모두에서 Au가 검출

되었다(Table 6).

3.2.4. 납-시금법에 의한 금 회수

정광을 질산농도별로 12분 동안 마이크로웨이브-질

산용출실험을 수행한 후, 고체-잔류물을 3장의 여과지

로 겹쳐서 여과하였다. 그런 후, 고체-잔류물과 3장의

여과지 모두를 납-시금법에 투입하여 금을 회수하였다.

회수된 금 입자들에 대하여 실체현미경으로 나타낸 결

과, 1M 질산농도에서 47.30g/t, 2M에서 57.60g/t, 3M

에서 25.60g/t, 4M에서 118.10g/t, 5M에서 124.40g/t

그리고 6M에서 452.50g/t의 금이 회수되었다(Fig. 10).

4. 토 의

비-가시성 금으로 산출되는 정광을 질산농도별로 마

이크로웨이브-질산용출실험을 수행한 결과, 용출용액에

서, Fe는 6M에서, Te는 2M에서 그리고 Ag는 질산농

도 4M에서 완전용출(100%) 되었다. 그러나 용출용액

에서, Au는 1-6M 모두에서 불검출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은 금 정광, 즉 비-가시성 금을 포획하고 있는

황화광물을 선택적으로 용해시키고, 반면에 비-가시성

금은 고체-잔류물로 남게하는 방법이다. 또한, 정광을

6M 질산농도에서 12분 동안 마이크로웨이브-질산용출

실험을 수행하자 정광의 무게 감소율이 85% 일어났다.

이와 같은 무게 감소율은 대규모로 생산되는 정광의

운반 경비를 대폭적으로 절감 시킬수 있는 방법이다.

한편, 용출용액을 여과하는 3장의 여과지 표면 및

단면에 대하여 SEM/EDS분석 한 결과 첫 번째, 두

번째 및 세 번째 여과지의 표면 및 단면 모두에서 Au

가 검출되었다. 따라서 비-가시성 금이 잔류물로 남아

있는 용출용액을 여과지로 여과하면 단순하고 손쉽게

Au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체-잔류물과

3장의 여과지 모두를 납-시금법에 투입한 결과 금 입

자들을 회수할 수 있었다. 6M의 질산농도에서 최대 금

함량(452.50g/t)이 얻어졌다. 이 함량은 정광의 금 함량

(54.40g/t)보다 무려 8.3배 이상을 얻은 것이다.

한편, 용출용액을 여과한 질산용출용액에는 Ag, Te,

Cu, Zn, Pb, Fe 등과 같은 유용금속 이온들이 고-함량

으로 용해되어 있다. 이 여과 용액에 NaCl, 석회석,

Ca(OH)2 등을 차례대로 첨가하면 유용금속을 순차적

으로 회수할 수 있을 것이다(Fair and Basa, 1989).

또한, 마이크로웨이브-질산용출실험에서 질산소비가 너

무 많은 것이 단점으로 나타난다. 향후, 갈색 가스로

배출되는 NO가스를 산소(O2)와 물(H2O)에 반응시켜

질산(HNO3)을 재생하는 연구를 진행한다면 질산소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Fair et al., 1987; La Brooy

et al., 1994; Droppert and Shang, 1995). 

5. 결 론

비-가시성 금을 함유하는 정광을 마이크로웨이브-질

산용출 후 여과지로 여과하여 금을 단순하게 얻고자하

였다. 본 실험에서 사용된 시료를 질산농도별로 마이

크로웨이브-질산용출실험을 수행한 결과 황화광물이 효

과적으로 용해되어 Fe, Te, Ag 등은 완전용출(100%)

되었지만 Au는 용해되지 않았다. 고체-잔류물의 무게

감소율은 질산농도가 증가할수록 증가하였다. 또한 질

산농도가 증가할수록 황철석이 효과적으로 분해되는 것

을 XRD분석에서 확인하였다. 용출용액을 3장의 여과

지로 여과하여 SEM/EDS분석 한 결과 첫 번째, 두

번째 및 세 번째 여과지의 표면 및 단면 모두에서 Au

가 검출되었다. 고체-잔류물이 포함된 여과지 3장을 모

두 납-시금법에 사용한 결과 모두 금 입자들이 회수되

Fig. 10. Stereoscopic microscope image of gold particle

from the papers by lead-fire assay. The scale bar is

0.5mm(5/10 millimeter) in 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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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최대 금 입자(452.50g/t)가 얻어진 용출조건은 질

산농도 6M에서 그리고 마이크로웨이브 조사시간 12분

에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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