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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코발트 정광으로부터 코발트와 구리의 회수를 위한 환경친화적인 침출공정 개발의 일환으로 유기산을 침출제로 사용하여 각 금

속의 침출 거동에 대하여 기초 연구를 실시하였다. 주요 실험 변수로는 유기산 종류 및 농도, 반응 시간 및 온도 그리고 고액농도

비 등 코발트와 구리의 침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자들에 대하여 고찰하여 최적 조건을 얻고자 하였다. 실험 결과 유기산중 구

연산이 코발트 및 구리의 침출에 효과적이었다. 한편, 구연산을 이용한 침출실험 결과 구연산의 농도가 2.0 M에서 코발트 99 %, 구

리 95%, 니켈 70%의 높은 침출율을 나타내었다. 또한, 과산화수소는 약 3 vol. % 정도 첨가하는 것이 적당하였고, 최적 반응온도

는 70oC이었다.

주제어 : 코발트, 구리, 유기산, 침출, 구연산 

Abstract

Enviromental friendly leaching process for the recovery of cobalt and copper from the cobalt concentrate was investigated by

organic acids as a leaching reagent. The experimental parameters, such as organic acid type, concentrations of leachant, time and

temperature of the reaction as well as the solid to liquid ratio were tested to obtain the optinum conditions for the leaching of

cobalt and copper. The results showed that citric acid was the most effective leaching reagent among the organic acids used in

this experiment. About 99% of cobalt, 95% of copper and 70% of nickel was dissolved by 2.0 M of citric acid. Addition of

3.0 vol.% of hydrogen perioxide was effective to enhance the leaching efficiency and the optinum temperature was found to be

about 70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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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코발트 광석으로부터 코발트를 회수하는 방법으로는

원료의 성질, 함유량 등에 따라 각종의 제련법이 택해지

고 있으며 크게 건식법과 습식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1)

그러나 건식법의 경우 CO2 발생이나 연료비 등의 문제

와 고품위 원료의 고갈로 인하여 최근에는 습식법에 관

심이 많다. 습식법에 의한 코발트 회수 공정은 정광에

서 먼저 황산, 염산 등의 무기산을 사용하여 금속성분

들을 침출시킨 후 침전법 및 용매추출법 그리고 전해채

취법 등의 단위공정을 거치게 된다. 그러나 이때 사용

하는 무기산으로 인해 인체에 유해한 유독 가스 방출이

나 수질오염의 우려 등 환경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

다. 따라서 보다 환경친화적인 금속제련기술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고품위광의 고갈과 공정 폐기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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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금속 회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상기 무기산

침출법을 대신하여 미생물 침출기술이 친환경제련기술

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생물 침출법은 박

테리아(Bacteria)나 곰팡이(Fungi) 등 미생물의 직·간

접 반응기구에 의해 금속광석의 물리·화학적 성질을

변화시켜 금속을 이온상태로 침출시키는 공정으로 금속

함량이 낮아 기존의 건식 및 습식공정으로 처리하기에

부적합한 저품위 광석이나 소량의 금속이 분산되어 있

는 폐기물로부터 유가금속을 회수할 수 있는 경제적인

처리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에너지 사용량이 적고

SO2 가스가 방출되지 않기 때문에 환경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며, 초기 투자비가 적고 공정이 간단하며 고도의 기

술적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다. 저품

위 황화광이나 황철광계 금광석 등에서 박테리아를 이

용하여 구리, 금, 우라늄 등의 회수를 위한 상업플랜트

가 가동 중에 있다. 현재 구리의 경우 전체 생산량의

25% 이상이 미생물 침출법으로 회수되고 있으며 다른

황화물 또는 산화물로부터 아연, 니켈, 코발트, 그리고

몰리브덴 회수와 저품위 광물자원의 품위향상 및 불순

물 제거를 위하여 미생물을 이용한 기술개발이 진행 중

에 있다.2,3) 이러한 미생물 침출법이 그동안 주로 박테

리아의 일종인 Thiobacillus균주를 이용한 황화동광의

침출분야에 대해 많이 보고되었다. 그러나 이 경우 황

화광에만 적용이 가능하고, 유독성의 황산이 생성되며,

다량의 철 성분을 제거해야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

다. 그러나 미생물로 곰팡이류를 사용할 경우, 곰팡이균

의 신진대사 작용에 의해 환경친화적인 구연산이나 옥살

산 등의 유기산이 생성된다. 이러한 유기산중 특히 구연

산(Citric acid)의 경우는 물에 쉽게 용해되고, 선택적으

로 특정 금속 성분을 용해시킬 수 있는 특성이 있고

또한 각 금속과의 착물을 형성시킴으로써 용해도를 증가

시키기 때문에 금속 에칭공정에서 에칭제나 도금공정의

착화제로 사용되고 있다.4) 그동안은 구연산 등의 유기산

가격이 무기산에 비하여 고가이기 때문에 사용상 제한

이 많았다. 하지만 이러한 구연산 등이 주로 곰팡이류

의 발효작용에 의해 생성이 되기 때문에 만일 유기성폐

기물(organic wastes)이나 당밀(molasses) 등의 저렴한

기질을 성장 배지로 사용할 경우에 저가의 구연산 생산

이 가능하고, 이 경우 금속 침출 분야로의 적용이 가능

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에 비황화광인 저품위 라

테라이트광에서 곰팡이류에 의한 니켈 침출의 연구 결과

들이 다수 발표되면서6-8) 유사한 광물학적 형태를 나타

내는 저품위 코발트 산화광이나 복합광 그리고 공정폐

기물 및 도시광산 등에서 곰팡이 균주를 이용한 미생물

침출에 대하여 많은 관심이 집중되면서 연구가 활발히

진행중에 있다.9-14)

본 연구에서는 유기산을 생성하는 곰팡이 균주를 이

용한 미생물 제련기술 개발의 기초 연구로 먼저 코발트

정광으로부터 여러 종류의 유기산을 사용하여 코발트,

구리 등의 유가금속 성분의 화학적 침출 거동에 대하여

조사하고 가장 효과적인 유기산을 선정하여 코발트 및

구리의 최적 침출 조건을 도출하여 향후 곰팡이류를 이

용한 미생물 침출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2. 실험장치 및 방법 

코발트 등의 침출에 대한 기초 자료를 얻기 위하여

사용한 샘플은 코발트 정광으로 그 화학조성은 Table 1

과 같이 구리가 21.5%로 가장 많고 다음이 코발트

7.29% 그리고 철, 알루미늄, 마그네슘이 3% 내외 이고

기타 소량의 금속 성분들이 혼합되어 있다. 한편 정광

의 X-ray 분석 결과 특별히 peak이 나타나지 않아 정

확한 화합물의 특성을 명확하게 파악이 힘들었으며 여

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화물 및 탄산염 등이 섞여있

는 상태로 추측되었다. Fig. 1에는 정광의 SEM 사진을

나타내었는데 20 µm이하의 입도를 나타내었다. 침출실

험에 사용한 유기산으로는 구연산(citric acid), 초산

(acetic acid), 글루콘산(gluconic acid), 젖산(latic acid),

숙신산(succinic acid), 사과산(malic acid)을 사용하였으

며, 모두 시약급을 사용하였는데 Table 2에 각 유기산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cobalt concentrate

Component Cu Co Fe Al Ni

wt% 21.5 7.29 3.10 2.30 0.035

Fig. 1. SEM image of cobalt concentrate.(×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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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물리화학적 성질을 나타내었다. 침출실험에 사용한

장치로는 Fig. 2와 같은 반응 장치를 사용하였고, 실험

방법은 일정 농도로 조절한 유기산(구연산 등)을

500 ml 반응조에 코발트 정광을 투입하고 일정온도를

유지하면서 반응시켜 매 10분마다 샘플을 채취하여 여

과한 후 여액을 ICP-AES(PerkinElmer/ Optima-4300

DV)를 이용하여 분석한 후 코발트 등의 금속의 침출율

을 다음과 같은 식 (1)을 이용하여 구하였다.

(1)

 

3. 실험 결과 및 고찰

3.1. 유기산의 종류에 따른 침출율 비교

유기산은 산성을 지닌 유기화합물을 총칭하는 말로

무기산과 대응되는 용어이며 광물에서 얻어지는 무기산

에 대응하여 동·식물계에서 얻어지는 산을 유기산이

라고 부른다. 또한 카르복실 원자단(carboxyl group)을

가지는 물질로 카르복실산(carboxylic acid)이라고도 한

다. 일반식 R-COOH로 R은 탄소간의 결합이 단일결합

으로만 되어있는 것(CH3-COOH, CH3CH2-COOH 등),

이중결합을 가지는 것(CH2=CH-COOH, CH2=CHCH2-

COOH 등), 삼중결합을 가지는 것, 방향족 고리를 가지

는 것(C6H5-COOH, C6H5CH2-COOH 등) 등 다양하다.

본 실험에 사용한 유기산으로는 구연산, 초산, 글루콘산,

젖산, 숙신산, 사과산을 사용하였고 옥살산(oxalic acid)

의 경우 코발트 등과 안정한 침전물을 형성하기 때문에

본 실험에서는 제외시켰다. 코발트 정광의 침출실험은

유기산의 농도를 1.0 M로 조절하여 사용하였고, 고액농

도(Pulp density) 50 g/L, 70oC에서 코발트, 구리, 니켈,

철 및 알루미늄의 침출 거동을 조사하였는데 각 유기산

별 침출 결과를 Fig. 3 에서 Fig. 8에 나타내었다. 그림

으로부터 코발트 침출율의 경우 사과산 >구연산 >글루

콘산 >젖산 >초산 =숙신산의 순서로 침출율이 우수하

였다. 이때 구연산의 경우는 반응개시 90분 후 90% 정도

의 침출율을 보였으며 젖산의 경우는 반응초기에는 침출

율이 낮다가 반응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침출율이 꾸준

히 증가하여 90분 경과 후 99%의 가장 높은 침출율을

보였다. 구리의 경우는 구연산 과 젖산이 80% 내외로

침출율이 높았고, 다음이 글루콘산과 사과산으로 70%

내외의 침출율을 보였고, 초산 과 숙신산의 경우는

60% 이하의 낮은 침출율을 보였다. 한편 니켈의 경우

는 구연산 용액에서 60-70%의 침출율을 보였고 초산에

서는 40% 내외의 침출율을 나타내었고 그 외의 유기산

에서는 매우 낮은 침출율을 나타내었다. 철의 경우는

10%이하의 낮은 침출율을 보여 침출액으로의 혼입이

비교적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사과산의 경

우는 침출반응 개시후 50분 경과부터 철의 침출율이 증

가하여 2시간 경과 후에는 약 28%의 비교적 높은 침

출율을 보였다. 

상기 결과로부터 코발트 정광에서 코발트, 구리, 니켈

및 철의 침출 거동을 분석한 결과 코발트의 침출율면에

Leaching %( )                                                           =

Amount of metal in the leaching solution

Amount of metal in the concentrate
---------------------------------------------------------------------------------------------------- 100×

Table 2. Physical and chemical characteristics of organic acids

Formula Molecular Mass (g/mol) pKaI pKaII pKaIII

Citric acid(구연산) C6H7O8 192.14 3.13 4.76 6.40

Latic acid(젖산) C3H6O3 90.08 3.83

Acetic acid(초산) C2H4O2 60.05 4.76

Malic acid(사과산) C4H6O5 134.09 3.4 5.1

Gluconic acid (글루콘산) C6H12O7 196.16 3.86

Succinic acid(숙신산) C4H6O4 118.0 4.21 5.63

Fig. 2. Schematic diagram of stirred tank reacto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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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사과산의 경우가 99%로 가장 높았으나 실제 침출

반응 후 침출액중에서 금속염의 용해도가 낮아 온도가

감소할 경우 침전물을 형성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구

리의 경우 침출율이 70% 정도이고, 니켈의 경우는 거

의 침출되지 않았다. 반면에 불순물로 작용하는 철의 침

출율은 90분 경과 후 20% 이상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

었다. 한편, 구연산의 경우는 코발트 및 구리의 침출율

이 90분 경과 후 88-90% 이었고 니켈의 침출율도

70% 정도로 비교적 높았으며, 침전물이 형성되는 문제

도 없었다. 또한 침출액중의 불순물로 작용하는 철은 침

출율은 10% 이하이고, 알루미늄의 경우는 2% 이하로

선택적 침출이 가능하여 코발트 와 구리 등의 유가금속

회수에 가장 효과가 좋은 유기산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3.2. 구연산 농도 영향

3.1.절에서 여러 가지 유기산을 사용하여 코발트 등의

 Fig. 3. Leaching percentage of Co, Cu, Fe, Ni, Al by citric

acid(Citric acid: 1.0 M, Pulp density: 50 g/l, Temp.:

70oC). 

 Fig.  4. Leaching percentage of Co, Cu, Fe, Ni, Al by acetic

acid(Acetic acid: 1.0 M, Pulp density: 50 g/l,

Temp.: 70oC). 

Fig. 5. Leaching percentage of Co, Cu, Fe, Ni, Al by

gluconic acid(Gluconic acid: 1.0 M, Pulp density:

50 g/l, Temp.: 70oC) 

 Fig. 6. Leaching percentage of Co, Cu, Fe, Ni, Al by latic

acid(Latic acid: 1.0 M, Pulp density: 50 g/l,

Temp.: 70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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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금속 침율을 고찰한 결과 구연산이 가장 효과적이

라는 것을 확인하고 본 연구에서는 구연산을 침출제로

사용하여 각 금속들의 침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

러 요인들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구연산(또는 레몬산)은

귤속 과일 에서 주로 발견되는 유기산이이며. 흰색의 결

정성(結晶性) 입자상으로 향이 없는 유기화합물이다. 물

에는 쉽게 용해되는데 10oC에서 54%, 100oC에서는

84%까지 용해된다. 또한 에탄올, 메탄올에도 잘 용해되

는데 다른 유기용매에는 용해되기 어렵다. 제조방법으

로는 과거에는 레몬 등과 같은 과일에서 추출하였으나

화학합성으로 제조하는 방법도 개발되었다. 그러나 발

효를 통하여 생산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현재 약 80%

이상의 구연산은 발효과정을 통해 생산되고 있다. 주로

Aspergillus niger를 사용하여 망간 혹은 철분의 농도가

조절된 배지에서 표면배양 또는 액상 배양을 통해 생성

된다.15) 구연산은 일반적으로 약산으로 알려져 있으며

1몰의 구연산(C6H7O8)은 3개의 카르복실기를 갖고 있

고 증류수에서 해리시 이론적으로 3몰의 H+를 생성해

야 하나, 모두 해리되지 않고 일부 H+를 방출한다. 이

때 해리반응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H3Cit = H2Cit− + H+      Ka1 = 7.4 × 10−4 (2)

H2Cit− = H2Cit2− + H+    Ka2 = 1.7 × 10−5 (3)

HCit2− = Cit3− + H+      Ka3 = 4.0 × 10−7 (4)

구연산에 의한 코발트 광석(산화물 또는 탄산염)으로

부터 코발트 침출 반응은 다음과 같이 구연산이 해리하

여 수소이온과 반응하는 산 가수분해(acidolysis) 과정과

용액중에서 citrate 착물을 형성하는 착화작용

(complexolysis)으로 구분할 수 있다.6) 

MO + 2H+  M2+ + H2O (산화광인 경우) (5)

MCO3 + 2H+  M2+ + H2O + CO2

(탄산염인 경우) (6) 

M2+ + C6H8O7  M(C6H8O7)
- + 3H+ (7)

(M : Co, Cu, Fe, Ni 등)

Fig. 9에 구연산의 농도 변화에 따라 각 금속의 침출

율을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구연산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코발트, 구리의 침출율이 꾸준히 증가하여 2.0 M

에서 코발트 99%, 구리 95%의 높은 침출율을 보였고,

니켈 역시 구연산 농도 증가에 따라 침출율이 증가하여

70%의 침출율을 나타내었으나 1.0 M 이상에서는 침출

율 증가율이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철

의 경우는 침출율이 전반적으로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전체적으로 15% 이하의 침출율을 보였고, 알

루미늄의 경우는 5% 이내의 낮은 침출율을 나타내었다.

  →

  →

  →

Fig. 7. Leaching percentage of Co, Cu, Fe, Ni, Al by

succinic acid(Succinic acid: 1.0 M, Pulp density:

50 g/l, Temp.: 70oC). 

Fig. 8. Leaching percentage of Co, Cu, Fe, Ni, Al by malic

acid(Malic acid: 1.0 M, Pulp density: 50 g/l, Temp.:

70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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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고액농도 50 g/L에서 구연산을 침출제로 사용할

경우, 구연산 농도는 2.0 M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3.3. 과산화수소 첨가 영향

일반적으로 산화물의 경우 침출액중에 과산화수소

(H2O2)를 첨가할 경우 환원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침출

반응이 촉진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침출액중의 과

산화수소 첨가 효과를 고찰하기 위하여 시간 변화에 따

라 각 금속의 침출율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Fig. 10에

나타내었다. 그림의 결과로부터 과산화수소 첨가량이 증

가함에 따라 코발트의 침출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

고 있으며, 과산화수소 첨가량이 3 vol.%이고 반응시간

90분 경과시 99.9%의 최대 침출율 보이고 있고 이후에

는 약간 침출율이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구리의 경우에는 침출율에 큰 변화가 없었고 알루미늄

의 경우도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나 전반적으로 침

출율이 매우 낮았다. 그러나 니켈의 경우에는 비록 정

광중 함유량이 낮지만 1.0 vol.% 이상부터 급격히 침출

율이 저하하여 3.0 vol.% 이상에서는 침출율이 1% 이

하로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한편, 철의 경우에는 과산

화수소 농도 증가에 따라 침출율이 증가하여 3.0% 첨

가할 경우 41.1%, 5.0% 첨가할 경우에는 52.9%로 침

출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 따라서 철의 침

출율을 감안할 경우에는 과산화수소 첨가량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4. 온도 변화 영향

Fig. 11은 구연산을 사용한 침출반응시 반응온도의 영

향을 고찰하여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반응온도가 증가

함에 따라 각 금속의 침출율은 전반적으로 증가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코발트의 경우는 40oC에서 약

70%의 침출율을 보이나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침출율

이 증가하여 60oC에서 약 95% 정도의 침출율을 보이

다 이후에는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80oC에서는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구리의 경우도 40oC에서 75%

의 침출율을 보이다가 온도 증가에 따라 침출율이 꾸준

히 증가하여 80oC에서 90%까지 침출율이 증가하였다.

니켈의 경우도 온도가 증가할 수록 침출율이 증가하여

80oC에서 약 78%의 침출율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철

및 알루미늄의 경우는 온도 증가에 따른 침출율의 증가

율이 증가율이 미미하였고 전반적으로 낮은 침출율을

보였다. 따라서 상기 결과로부터 코발트와 구리의 침출

율을 고려할 경우 침출반응 온도는 70oC 내외가 적당

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5. 고액농도 (Pulp density) 변화 효과

고액농도(Pulp density) 변화에 따라 침출실험 결과를

Fig. 12(a)에 나타내었다. 이때 침출용액의 구연산 농도

는 1.0 M, 과산화수소를 3.0 vol.% 첨가한 상태에서 실

험한 결과이다. 그림으로부터 고액농도가 증가함에 따

라 각 금속의 침출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Fig. 9 Effect of citric acid concentrations on the leaching

percentage of Co, Cu, Fe, Ni, Al(Pulp density: 50 g/l,

Temp.: 70oC, 90 min). 

Fig. 10. Effect of hydrogen perioxide concentration on the

leaching percentage of Co, Cu, Fe, Ni, Al by citric

acid(Citric acid: 1.0 M, Pulp density: 50 g/l,

Temp.: 70oC, Time: 90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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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구리와 철의 침출율이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

였다. 이러한 현상은 고액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유리 수

소이온 및 citrate 이온의 농도가 우선적으로 코발트 이

온과 반응하여 유리산 및 citrate 농도가 감소하기 때문

으로 생각된다. Fig. 12(b)의 경우는 고액농도 100 g/L

인 경우 침출반응시간에 따라 각 금속의 침출율을 고찰

한 실험 결과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코발트의 침출율

은 꾸준히 증가하나 구리의 침출율은 꾸준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고액농도가 증가할 수 록 구리

및 철과의 선택적 침출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4. 결 론 

코발트 정광에서 유기산을 이용하여 코발트, 구리, 니

켈, 철, 알루미늄 성분의 침출율을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코발트 정광으로부터 코발트 침출율의 경우 사과

산 >구연산 >글루콘산 >젖산 >초산 =숙신산의

순서이었다, 그러나 구연산의 경우가 코발트 뿐만

아니라 구리의 침출율이 88% 이상이고, 니켈의

경우에도 60-70%이었고 불순물인 철 및 알루미늄

의 침출율은 상대적으로 낮아 선택적 침출 효과가

있어 가장 좋다는 것 을 확인하였다. 

2) 구연산을 사용한 침출 실험에서 구연산의 농도 증

가에 따라 코발트, 구리의 침출율이 증가하여

2.0 M에서 코발트 99%, 구리 95%, 니켈 70%의

높은 침출율을 나타내었다. 한편, 철의 경우는 침

출율이 전체적으로 20% 이내이고 알루미늄의 경

우 5% 이내의 낮은 침출율을 보였다. 

 3) 과산화수소를 첨가할 경우 침출율이 증가하였으

며 3 vol.%를 첨가하는 것이 적당 하였고, 반응온

Fig. 11. Effect of temperature on the leaching percentage of

Co, Cu, Fe, Ni, Al by citric acid. (Citric acid 1 M,

H2O2 1vol%, Pulp density: 50 g/l, 90 min).

Fig. 12. (a) Effect of pulp density on the leaching percentage of Co, Cu, Fe, Ni, Al by citric acid(Citric acid 1 M, H2O2 3 vol%,

Temp.: 70oC, 90 min) (b) Effect of reaction time on the leaching percentage of Co, Cu, Fe, Ni, Al by Citric acid at

100 g/L of pulp density.(Citric acid 1M, H2O2 3 vol%, 70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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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증가할 경우에도 침출율이 증가하였는데 최

적 반응온도는 70oC내외 이었다.

 4) 고액농도비의 증가에 따라 각 금속의 침출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 었는데 특히 구리와 철의

경우 감소폭이 커서 고액농도비에 민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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