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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research, we investigate the effect of microwave pretreatment on the recovery of gold from the gold

concentrates by thiourea leaching. The changes in mineral phases by decomposition of pyrites in the gold

concentrates using microwave were observed, and the result of microwave irradiation showed that the temperature

of the irradiated sample increases with increasing irradiation time. With the reaction of temperature increases, Sulfur

(S) in pyrites was converted to sulfur dioxide (SO2), and then the content of S in the sample was reduced. The

analytical results of XRD and SEM-EDS showed that pyrites are converted to magnetite and hematite, and its

surfaces are changed to a porous shape where micro-cracks are developed. The Au leaching efficiency from the

irradiated gold concentrates using thiourea-mixed solvent increased with the increases of irradiation time and solvent

concentration. The experimental results considering leaching parameters indicate that the mechanism of microwave

irradiation increases the maximum leaching efficiency and leaching rate of the gold concentrates, and the solvent

does a role for the increasing of leaching rate cons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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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금정광내 금회수율을 증진하고자 마이크로웨이브 전처리방법을 이용하여 티오요소용출 실험을 수행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마이크로웨이브를 이용하여 금정광 시료 내 황철석의 분해에 따른 광물상 변화를

관찰하였다. 마이크로웨이브의 조사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시료의 온도는 증가하였고, 황철석 내 S가 SO2로 변환되어

시료 내 S의 함량이 감소되었다. X-선 회절분석 및 주사전자현미경 에너지 분산 분광분석을 통해 황철석은 자류철석

과 적철석으로 변환되었으며, 미세균열이 발달된 다공질의 형태로 변질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양한 조건의 티

오요소 혼합 용매를 이용하여 시료의 광물상변화에 따른 금 용출효율을 측정한 결과, 마이크로웨이브 조사시간 증가

및 용출실험 조건 내 용매의 농도 증가에 따라 용출효율이 증가하였다. 결론적으로, 마이크로웨이브를 활용한 금정광

조사는 시료 내 금의 최대용출효율과 용출속도를 증가시켰으며, 티오요소 용매제는 용출속도상수를 증가시켜주는 역

할을 하였다.

주요어 : 마이크로웨이브, 비가시성 금, 황철석, 용출, 티오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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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대부분의 금정광은 천열수 광상에서 산출되기 때문

에 황철석을 포함한 황화광물과 수반되어 나타나며, 상

당량의 금이 황철석 내 비가시성 상태로 존재하여 금

정광으로부터 금회수율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금정광

내 황철석의 분해가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황철석을 분해하기 위하여 전기로 등을

이용한 소성공정(roasting process)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소성공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와

경비가 소비됨에 따라 비경제적이고, 대기오염 등과 같

은 2차적인 환경문제가 발생된다. 따라서 기존 소성 공

정에 비하여 효과적이고, 친환경적인 제련공정개발이

요구된다.

마이크로웨이브 공정의 경우, 에너지 발생원으로부

터 비접촉 방법으로 특정 물질에 선택적이고, 균일하고

신속하게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으며, 발생원의 조작이

용이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 전기로에 비하여 경제적이

고, 친환경적이다(Pickles, 2009; Uslu et al., 2003).

마이크로웨이브를 이용한 황철석 분해 및 상변화와

관련된 연구로 Uslu et al.(2003)은 석탄 내 탈황 연

구를 수행하였으며, Huang과 Rowson(2001)는 저항성

금정광 내 황철석 분해를 목적으로 중온(50oC)의 질산

용액 내 순수한 pyrite와 marcasite를 마이크로웨이브

를 이용하여 분해하였고, Kim과 Batchelor(2009)는 마

이크로웨이브를 이용하여 pyrite 합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외에 Ma et al.(2010)는 마이크로웨이브

를 이용하여 금정광 내 존재하는 S와 As를 제거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Amankwah와 Pickles(2009)은 마

이크로웨이브와 청화법(시안법)을 이용하여 carbona-

ceous sulphidic gold concentrate 내 존재하는 금을

용출시킴으로 금정광 내 금의 용출율과 탄소함량의 반

비례 관계를 밝혀냈다. 하지만 마이크로웨이브를 이용

하여 금정광 내 존재하는 황철석의 분해/상변화 기작

규명 및 이에 따른 금의 회수율 증진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금정광으로부터 금의 회수율 증진을

목적으로 마이크로웨이브를 이용하여 금정광 내 황철

석의 광물상 변화를 파악하고, 변화된 황철석에 대하

여 비시안 혼합용매를 이용하여 금의 용출 특성을 파

악함으로써 마이크로웨이브가 금정광의 회수율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2. 실험 재료 및 방법

2.1. 금정광

본 연구에 사용된 황철석이 포함된 금정광 시료(38-

45µm)는 현재 가행중인 금광산(Haenam, Korea)에서 부

선공정을 통하여 획득된 정광이다(Table 1). 시료의 광물

조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XRF(ZSX PrimusII, Rigaku,

Japan), XRD(X'Pert Pro MRD(MRD), PANalytical,

Netherlands) 분석을 실시하였고, 화학조성은 왕수

(HNO3(V) : HCl(V) = 1 : 3) 분해를 통한 화학분석

으로부터 획득하였다. 화학분석을 위해 AAS(AA-7000,

Shimadzu, Japan)와 IC(883 Basic/Metrohm, Swiss)

를 사용하였다. 또한, 황(sulfur)함량은 탄소-황분석기

(CS-800, Eltra, Haan, Germany)을 통하여 분석을 실

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금정광의 연마편에 대

한 편광현미 및 전자현미 분석 결과, 금은 비가시성

(invisible)으로 존재함을 확인하였고, 기존 연구에서도

비가시성 금에 대해 연구한 결과가 존재한다(Allan and

Woodcock, 2001; Coetzee et al., 2011). 

2.2. 마이크로웨이브 조사 및 용출

마이크로웨이브 조사 시간에 따른 시료의 열적 반응

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마이크로웨이브 조사 후

thermocouple(K type) 스테인레스 센서(stainless sen-

sor)를 시료에 직접 삽입하여 온도를 측정하였으며, 시

료 내 황철석의 상변화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조사 시

간별로 시료에 대한 무게 측정, 화학분석, XRD 및

SEM-EDS(Hitachi, S4800, Japan) 분석을 각각 수행

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마이크로웨이브 발생장치는

2,450MHz(800W) 배치타입 기기를 활용하였다. 시료

내 존재하는 황철석 분해 및 상변화를 통한 금의 용출

율 증진을 목적으로 3g의 시료에 대하여 300mL의

thiourea 혼합 용매(thiourea + sodium sulfate + ferric

sulfate)를 이용한 다양한 실내실험조건(마이크로웨이브

조사 시간 및 용출 용매 농도)에서 금 용출실험을

60min 동안 수행하였고, 각 시험 조건을 Table 2에

요약하였다. 금 용출실험에서 금정광의 단위질량당 용

Table 1. The gold concentrate sample comopsitions were determined XRF analysis (unit: wt %)

SiO2 Al2O3 Fe2O3 MnO MgO CaO Na2O K2O TiO2 P2O5 LOI SUM

34.69 2.45 55.20 0.03 0.26 2.14 0.66 1.35 0.16 0.03 3.11 1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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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된 Au의 질량은 다음 식을 사용하여 결정되었다

(Mclaughlin and Agar, 1991):

Eq. (1)

여기서 E(%) 시간 t에서의 용출속도이고, EI(%) 최

대용출속도이며, k(1/min) 용출속도 상수이다. 본 실험

조건에의 최적용출율은 마이크로웨이브 조사 온도 조

건와 용매제 몰비를 통하여, 100% 용출율을 최적용출

율(%)로 결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마이크로웨이브에 의한 금정광 내 황철석의 물

리화학적 특성 변화

일정한 입도(38-45µm)의 금정광 시료에 대하여 마

이크로웨이브 조사시간에 따른 시료의 온도, 무게 및

황의 함량변화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Fig. 1에 도시하

였다. 마이크로웨이브 조사시간이 증가함에 시료의 온

도는 증가하였으며, 이와 반대로 시료의 무게 및 황의

함량은 감소하였다. 마이크로웨이브 조사시간 증가에

따른 시료의 온도증가는 정광시료 내 마이크로웨이브

에너지를 잘 흡수하는 황철석을 포함한 황화광물이 다

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McGill et al.(1995)에 의하면

황철석을 마이크로웨이브에 6.75분 동안 노출시킨 결

과 온도가 1019oC로 증가하였으며, Haque(1999)은

2,450 MHz, 30W 조건에서 3∼5분 동안 마이크로웨

이브를 조사했을 때 황철석이 자류철석으로 변환되면

서 황화가스(sulfur fume)을 방출한다고 하였다. 또한

Huang and Rowson(2001)은 63µm 크기의 황철석에

800W의 마이크로웨이브를 40초 동안 조사했을 때 황

철석의 온도가 7.5oC/sec의 속도로 증가함을 보고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시료의 온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초

기 조사시간 10분 구간의 온도증가 속도가 1.12oC/sec

이며, 기존 연구결과에 비하여 그 속도가 느린 이유는

시료 내 마이크로웨이브 에너지를 전혀 흡수하지 못하

는 비금속원소 Si의 함량이 34.7%으로 높기 때문이다.

그리고 비금속함원소의 함량은 최대 20 wt%를 초과하

지 않아야 마이크로웨이브에서 에너지를 잘 흡수가 가

E EI 1 e
kt–

–( )=

Table 2. Experimental conditions of microwave exposure

and leaching for gold concentrates

Exp.

Microwave 

exposure 

time (min)

Solvent conditions

Thiourea

(mM)

Sodium 

sulfate

(mM)

Ferric 

sulfate

(mM)

ME - 0 - 34.7 0.6 3.5

ME - 1 10 34.7 0.6 3.5

ME - 2 30 34.7 0.6 3.5

ME - 3 50 34.7 0.6 3.5

ME - 4 70 34.7 0.6 3.5

TH - 0 - 34.7 0.6 3.5

TH - 1 70 34.7 0.6 3.5

TH - 2 70 43.4 0.6 3.5

TH - 3 70 52.0 0.6 3.5

SS - 0 - 52.0 0.6 3.5

SS - 1 70 52.0 0.6 3.5

SS - 2 70 52.0 0.9 3.5

SS - 3 70 52.0 1.2 3.5

FS - 0 - 52.0 1.2 1.7

FS - 1 70 52.0 1.2 3.5

FS - 2 70 52.0 1.2 5.3

Fig. 1. (a) Temperature change and (b) Variations of sulfur and total weight of the gold concentrates during the microwave

exp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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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다고 보고된 바 있다(McGill et al.1995, Rowson,

2001).

마이크로웨이브 조사에 따른 시료의 무게 감소는 마

이크로웨이브 에너지를 흡수한 황철석을 포함한 황화

광물이 열분해(thermal decomposition)되어 S가 SO2

로 휘발 및 제거되었기 때문이다(Uslu and Atalay,

2003; Amankwah et al., 2005; Pickles, 2009). 

이에 따라 마이크로웨이브 조사에 의한 시료 내 황

(sulfur) 함량의 감소는 시료의 온도 증가 형태와 거의

일치하게 나타났다(Fig. 1). 그리고 본 연구의 실험조건

에서 70분 동안 마이크로웨이브를 조사한 시료에서 약

94.43%의 황 함량이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3.2. 마이크로웨이브에 의한 황철석의 광물학적 변화

마이크로웨이브 조사에 의한 금정광 시료 내 황철석

의 광물학적 특성 변화를 판단하기 위하여 조사시간별

로 획득된 금정광 조사시료에 대해 XRD 분석을 실시

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 2에 도시하였다. 조사전의

시료에서는 황철석과 석영에 해당되는 회절선

(diffraction lines)을 확인할 수 있다(Fig. 2(a)). 70분

동안 조사된 시료(Fig. 2(b)-(e))에서는 조사 이전 정광

시료에서 관찰된 석영, 황철석의 회절선 외에 추가적

으로 적철석, 자류철석에 해당되는 회절선이 나타났다.

특히 마이크로웨이브에 조사된 시료는 조사되지 않은

정광시료에 비하여 황철석의 회절선 강도(intensity of

diffraction lines)가 현저하게 감소되었고 석영의 회절

선 강도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황철석이 마

이크로웨이브를 잘 흡수하는 반응성 광물(hyperactive

mineral)이며, 석영은 마이크로웨이브를 잘 투과

(transparent)시키는 광물로서 황철석만 마이크로웨이브

에 반응하여 선택적으로 열분해(thermal decomposition)

되었기 때문이다(Vorster et al., 2001; Olubambi et

al., 2007).

또한 시료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적철석과 자류철석

의 회절선이 마이크로웨이브에 조사된 시료에서 나타

나는 이유는 마이크로웨이브 조사에 의해서 황철석이

적철석과 자류철석으로 광물상이 변환되었기 때문이다

(Uslu et al., 2003). 

마이크로웨이브 조사시간에 따른 금정광 내 황철석

의 SEM-EDS 분석결과를 Fig. 3 및 Table 3에 제시

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금정광 시료 내 황철석은 전형적

인 입방체(cubic) 형태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Fig. 3(a)),

이 황철석 표면을 EDS 분석한 결과 Fe와 S의 비율

(ratio)이 약 1: 2 (atomic %)로 나타났다(Table 3).

마이크로웨이브로 조사된 시료는 조사시간이 진행됨에

따라 황철석의 표면이 미세균열(micro-crack)로 발달되

Fig. 2. XRD patterns of the gold concentrate samples

during the microwave exposure of (a) 0 min, (b) 10 min,

(c) 30 min, (d) 50 min, and (e) 70 min(H: hematite; Py:

pyrite; Ph: pyrrhotite; Q: quartz).

Fig. 3. SEM image for pyrites in the gold concentrate

samples on during the microwave exposure time with (a)

0 min, (b) 10 min, (c) 30 min, (d) 50 min and (e) 70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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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로 인하여 황철석이 다공질(porous)상으로 변화

되었다(Fig. 3(b)~3(e)). 이러한 변질된 황철석 시료

표면에 대하여 EDS 분석 결과, 모든 시료에서 Fe와

O가 검출되었으며, 마이크로웨이브가 조사됨에 따라 S

의 함량이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다. 마이크로웨이브

에 조사된 시료에서 S가 감소되고, O와 Fe 검출된 원

인은 마이크로웨이브 가열에 의하여 황철석이 열응력

(thermal stress), 열분해(thermal decomposition) 및

산화(oxidation)가 동시에 일어났기 때문이다(Olubambi

et al., 2007). XRD와 전자현미경에서 관찰 되듯 마이

크로웨이브는 특정 황화광물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반

응을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맥석광물(gangue)과 황

화광물 경계(boundary) 사이에 열응력(thermal stress)이

발생되고(Vorster et al., 2001), 이러한 열응력은 서로

다른 열팽창 계수(thermal expansion coefficient)를

갖고 있는 광물 경계 사이에서 혹은 광물 내부에서 미

세균열(micro-crack) 및 미세단열(micro-fault)을 생성시

킨다(Olubambi et al., 2007). 생성된 미세균열 및 미

세단열은 결국 열파쇄작용(thermal fracturing)으로 나

타나고, 열파쇄작용은 황화광물의 강도(strength)를 저

하시켜 정광의 분쇄를 용이하게 하여 금정광으로부터

금의 단체분리(liberation) 효율성을 증가시켜준다

(Kingman et al., 2000; Kingman et al., 2004).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특징이 관찰되었으며, 이는 용출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이크로웨이브 조사 기작은 황철석 내 황(S)의 감

소와 Fe-O 산화반응을 통하여 황철석이 적철석으로 변

질될 수 있게 하였고, 본 연구 내 조사 후 시료에 대

한 XRD 분석에서 적철석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Fig. 2(b)∼(e)). 

또한, XRD 분석결과 70분 조건에서 적철석의 회절

강도 값이 크게 감소하는 원인은 전자현미경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완전히 용융되어 적철석이 영가철로 산화되

었거나 자철석으로 변환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본 연구에서는 관찰되지 못하였지만 850oC 이상에서는

적철석이 재용융이 일어나며, 영가철 및 자철석으로 상

변화 된다는 연구는 여러 연구에서 진행된바 있다

(Olubambi et al., 2007, Kim and Batchelor, 2009).

금정광의 마이크로웨이브 조사(70 min)에 따른 시료

내 화학조성 변화를 Table 4에 제시하여 비교하였다.

조사 후 시료 내 S의 함량은 조사 전보다 감소하였으

며, 이와 반대로 Fe와 Au는 증가하였다. 이는 마이크

로웨이브에 의하여 시료 내 황철석의 S가 SO2로 제거

(remove)되면서 생성된 다공질성의 적철석이 기존의

황철석 내 비가시성 금(invisible gold)으로 존재(exist)

하던 금 입자(gold particle)의 합체(coalescence)에 기

여하면서 공극 표면으로 이동하는 소성의 효과를 보여

준다(Filmer, 1982; Robinson, 1988; Swash, 1988;

Aylmore, 2001). 따라서 극미립자인 비가시성 금이 광

물 표면에서 큰 입자로 성장(growth)하고 합체된 금

입자가 공극 표면으로 이동되기 때문에 이후 용매

(solvent)를 이용한 비가시성 금의 화학적 용출 효율성

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3.3. 금정광의 Au 회수 용출

본 연구에서 금의 용매로 사용하는 티오요소는 시안

보다 금을 더 빠르게 용해시키고, 독성이 낮기 때문에

시안 대체 용매로 최근 널리 활용되고 있다(Tanriver

et al., 2005 ; Li and Miller, 2006). 하지만 티오요

소를 용매로 활용하고자 할 때 금정광 내 황(sulfur)이

존재시 금의 용출을 방해하기 때문에 SO2, Na2SO3 또는

Na2S2O5등과 같은 첨가제와 H2O2 또는 Fe2(SO4)3등과

같은 산화제를 이용하여 금 용출율을 향상시키고 있다

Table 3. The EDS analytical results of pyrites in the gold concentrate samples during the microwave exposure time

Elements
Microwave Exposure Time (min)

0 10 30 50 70

O

atomic %

8.53 54.65 53.05 63.25 55.49

Si - - 3.37 - 2.57

S 59.19 - - - -

Fe 32.28 45.35 42.44 35.12 41.40

Table 4. Chemical composition and its variation of the gold

concentrate samples by microwave exposure

Elements

Microwave exposure

(B/A*100, %)
Non 

exposure

(A, mg/kg)

70min 

exposure

(B, mg/kg)

Fe 40,560 42,560 104.9

S 20,140 1,120 5.6

Au 121 159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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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meida and Amarante, 1995 ; Deng et al., 2001).

금정광 내 Au의 화학적 용출기법에 의한 회수를 위

하여 Table 2에 제시한 조건에 따라 마이크로웨이브

조사시간 및 혼합 용매의 농도를 달리하여 용출 실험

을 실시하였다. 이중 마이크로웨이브 조사시간에 따른

금정광의 티오요소 혼합 용매를 이용한 화학적 용출

실험 결과를 Fig. 4(a)에 도시하였다. 조사되지 않은

시료에 비하여 마이크로웨이브로 조사된 시료에서 금

의 용출율이 높게 나타났고, 마이크로웨이브에 조사되

지 않은 시료의 금 용출율은 용출실험 60분 경과후 약

78.1%이지만, 50분 조사된 시료의 경우 금 용출율이

약 95.5%에 달했다. 특히 70분 조사시간의 경우

100%의 금 용출율 도달시간은 45분이였다.

70분 동안 마이크로웨이브로 조사된 정광시료에 대한

티오요소 혼합 용매 내 티오요소의 농도별 금 용출율

을 파악한 결과, 티오요소의 농도가 증가하여도 큰 변

화는 보이지 않았다(Fig. 4(b)). 또한, 첨가제 역할을 하

는 Sodium sulfate와 산화제 역할을 하는 Fe2(SO4)3

의 농도도 마찬가지로 농도변화에 따라서 용출율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Fig. 4(c,d)). 따라서 티오요소 혼

합용매에 의해 용출율은 크게 변화하지 않고, 마이크

로웨이브 조사에 의한 용출율의 변화가 가장 큰 것으

로 확인되었다. 

용출실험결과를 토대로 Eq. (1)를 이용하여 추정한

용출실험 조건별 용출인자(leaching parameter)는

Table 5에 나타내었다. 

마이크로웨이브 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 티오요소혼

합 용매에 농도 증가에 따른 금의 최대용출율(maxi-

mum leaching rate)은 혼합 용매의 농도가 가장 높은

FS–0 조건에서 84.08%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마이크

로웨이브를 70분 이상 조사한 모든 시료에서 금의 최

대용출율은 100%에 도달하였다. 속도의 인자(para-

meter)인 용출율 상수는 마이크로웨이브 조사시간이

0 min에서 70 min으로 증가할수록 0.0561 1/min에서

Fig. 4. The results of Au leaching on the various leaching experimental conditions ((a) Microwave exposure time, (b)

Thiourea conc., (c) Sodium sulfate conc., (d) Ferric sulfate co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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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777 1/min 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약 시료의 온도

가 850oC 이상인 조건(ME-4)에서 급격히 증가하였는

데, 이는 마이크로웨이브 조사에 의한 황철석 내 기공

형성과 황철석의 자류철석으로 상변화에 기인한 것으

로 사료된다. 티오요소 혼합 용매에 각 조건별 농도증

가에 따른 용출율 상수는 증가하며, FS-2의 조건에서

0.1053 1/min의 속도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최적조건은 마이크로웨이브 조사 시간

30분이상과 용매제 몰비가 Thiourea : Sodium sulfate

: Ferric sulfate = 34.7 : 0.6 : 3.5 인 조건에서 최

적용출율 임을 확인하였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마이크로웨이브를 이용하여 전처리한

후 티오요소 혼합물로 금정광내 금용출 효율을 평가하

고자 하였다. 금정광 내 마이크로웨이브 조사에 따라

시료의 온도는 증가하였으며, 시료 내 황철석은 열분

해(thermal decomposition)되어 자류철석 또는 적철석

으로 변환되고, 시료의 무게와 황의 함량은 감소하였

다. 또한 마이크로웨이브로 조사된 금정광 시료 내 황

철석 표면에는 미세균열이 발달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황철석이 다공질(porous)상으로 변화되었다. 다공질로

상변화 된 시료 내 비시안 용매인 thiourea 혼합 용매

를 이용하여 금 용출실험을 수행하여 마이크로웨이브

에 의하여 상변화된 시료에서 금 용출율 증가를 도모

하였다. 용출인자를 추정한 결과, 용매제 몰비가

Thiourea : Sodium sulfate : Ferric sulfate = 34.7 :

0.6 : 3.5 인 조건에서 최대용출율이 100%와 용출속도

상수는 0.1053 1/min 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황철석 등 황화광물을 포함하고 있는 금정광에 대하여

마이크로웨이브 조사가 광물의 상변환, 공극율 증가,

열응력 및 열파쇄작용 등을 발생시켜 금 용출율(rate

of leaching)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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