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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ed to recover native gold from the concentrate using microwave-nitric acid leaching and magnetic/

hydro separation experiments. The insoluble-residue was filtered from leaching solution through microwave-nitric

acid leaching experiment. As a result of the atomic absorption spectrometer(AAS) analysis of the filtered leaching

solution, it was discovered that Au content was not eluted at all and it was observed from the back scattered

electron(BSE) image that native gold was liberated in the insoluble-residue. When magnetic/hydro separation

experiments were applied for the insoluble-residue, magnetic and non magnetic minerals were separtated from

insoluble-residue. Magnetite was recovered from the magnetic minerals and as a result of applying the hydro

separation experiment again for the non-magnetic mineral, native gold was recovered. The native gold was

identified through the X-ray diffraction(XRD) analysis and BSE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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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마이크로웨이브-질산용출과 자력/수력선별을 이용하여 정광으로부터 자연 금을 회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

였다. 마이크로웨이브-질산용출실험을 통해 용출용액으로부터 불용성-잔류물을 여과하였다. 용출용액을 원자흡수분광

기(AAS)로 분석한 결과 Au는 전혀 용출되지 않은 것을 그리고 불용성-잔류물을 후방산란전자영상(BSE)으로 관찰한

결과 자연 금이 단체분리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불용성-잔류물을 자력/수력선별 하여 자성광물과 비-자성광물로 선별

하였다. 자성광물에서 자철석이 회수되었고, 비-자성광물을 다시 수력선별한 결과 자연 금이 회수되었다. 자연 금은 X

선 회절 분석(XRD)과 BSE 영상에서 확인되었다.

주요어 : 마이크로웨이브-질산용출, 자력/수력선별, 자연 금, 단체분리, 자철석

1. 서 론

금은 주로 황철석과 황비철석에 수반된다. 이들 황

화광물에서 수반되는 금은 가시성 금(visible gold)과

비가시성 금(invisible gold)으로 구분된다. 가시성 금은

광학현미경이나 주사전자현미경(SEM)으로 관찰이 가

능하지만, 비가시성 금은 광학현미경의 검출한계인

1 μm 이하로 혹은 SEM의 검출한계인 0.1 μm 이하

극미립자 상태 혹은 고용체(solid solution) 상태로 황

철석이나 황비철석에 포획되어 있기 때문에(Reich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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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05; Hough et al., 2011) 이들 현미경으로 관

찰하기 매우 어렵다. 

한편, 현재 금 용출방법은 금을 포획하고 있는 황화

물 정광에 시안(cyanide)이나 비-시안(non-cyanide) 용

매를 첨가하여 금을 이온 상태로 용해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용해 방법은 비가시성 금이 위와 같이

극 미립자로 황화광물에 포획되어 있거나 고용체를 형

성하고 있으므로 잘 용해되지 않는다(Rees and van
Deventer, 2000; Li et al., 2017).

그러나 비가시성 금 정광을 마이크로웨이브-질산용

출(microwave-nitric acid leaching)시키면 황화광물만

선택적으로 약 15분 만에 완전용해 되며 황화광물 내

부에 포획되어 있던 금이 자연스럽게 분리된다(Kim et

al., 2019a, 2019b; Lee and Park, 2019, 2020; Lee

et al., 2019a, 2019b). 

분리된 금은 그 고유의 형태와 크기를 유지하면서

불용성-잔류물(insoluble-residue)에 남는다. 물론 이때,

질산에 용해되지 않는 석영, 형석, 백운모와 같은 광물

들도 불용성-잔류물에 혼합된다. 기존의 연구들(Kim et

al.(2019a, 2019b), Lee and Park(2019, 2020), Lee

et al.(2019a, 2019b))에서는 이들 불용성-잔류물들에

포함된 금을 납 시금법으로 분리&회수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불용성-잔류물에 혼합된 금 입자들이 어느 정

도로 단체분리(liberation)되었는지 혹은 어떤 형태

(morphology)로 존재하는지 등은 제시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금 입자들이 혼합된 불용성-잔류물을 후방산란

전자(back scattered electron, BSE) 영상으로 관찰하면

자연 금(native gold)은 밝은 명암(white or bright)으

로 나타나기 때문에 회색이나 검은색을 띠는 맥석광물

로부터 금 입자들을 쉽게 구별할 수 있다(Oberthur et

al., 2008). 또한, 자력선별(magnetic separation)을 통해

자성광물과 금 입자가 들어있는 비-자성광물을 구별할

수 있고, 비-자성광물을 수력선별(hydro separation) 하

면 중광물(heavy mineral)인 금 입자와 경광물(light

mineral)인 규산염 광물들을 쉽게 분리할 수 있을 것이

다. 즉, 유리관에 주입되는 물의 속도를 조절하면, 스

토크 법칙(Stokes law)에 준하여, 가벼운 석영과 같은

경광물은 배출되고 반면에 금 입자와 같은 중광물은

유리관에 남도록 할 수 있다(Cabri et al., 2008a,

2008b; Oberthur et al., 2008). 따라서 수력선별로

분리된 중광물의 무게를 정밀 측정하고, X선 회절 분

석(XRD) 및 후방산란전자(BSE)로 확인하면 금의 선

별효율 그리고 과거 황화광물에 포획되어 있었던 금의

고유 형태(morphology)를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따

라서 본 연구 목적은 마이크로웨이브-질산용출실험을

통해 금 정광으로부터 금을 단체분리 시키고자 하였으

며, 불용성-잔류물을 자력/수력선별하여 자연 금을 효

과적으로 회수하고자 하였다.

2. 연구재료 및 방법

2.1. 시료

정광시료는 진산광산(충남 금산군 진산면 석막리)에

서 제공받았다. 정광시료는 흑색 셰일의 폐석을 요동

테이블(shaking table)로 비중선별한 것이다(이하 정광).

이 정광시료를 입도분석, X선 회절 분석(XRD), 화학분

석 그리고 마이크로웨이브-질산용출실험에 이용하였다. 

2.2. 마이크로웨브-질산용출실험 

100.0 g의 정광시료를 삼각플라스크(5.0 L)에 넣고

산업용 마이크로웨이브 오븐(industrial microwave oven,

capacity=126.75 cm3, 2.45 GHz, 3 kW)에 장착하였

다. 삼각플라스크는 응축기(reflux condenser), 분별깔

때기(separation funnel), 응축기, 가스 배출구 순서로

연결하였다. 1 L의 농도별 질산용액(1-6 M)을 분별깔

때기에 주입하여 삼각플라스크로 유입되도록 하였다.

질산용액이 삼각플라스크에 유입되는 즉시 마이크로웨

이브 오븐을 15분동안 용출실험을 수행하였다(이하 마

이크로웨이브-질산용출실험). 용출실험이 진행되는 동

안, 생성된 질산 가스는 응축기, 4개의 가스 세정 용기,

활성탄 흡착 장치 그리고 배출구조물을 통해 옥상으로

배출시켰다. 용출실험이 종료된 즉시 삼각플라스크의

표면 온도를 적외선 온도계(infrared thermometer,

835-T1, testo, Germany, ±1.0oC)로 측정하였다. 

2.3. 여과실험 

마이크로웨이브-질산용출실험이 종료된 후, 용출용액

과 불용성-잔류물을 여과시스템(diameter=30 cm,

height=26 cm)에 모두 부었다. 이 여과시스템에는 여과

지(filter paper, No53(1-2μm), Hyundai micro, Korea)

3장을 겹쳐 놓았다. 여과하기 전 질산용출용액 10.0 ml

를 채취하여 실린지(syringe) 필터(pore size=0.45 μm)

로 여과하였고, 이온함량을 원자흡광분광광도계(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ry, AAS, AA-7000, Shi-

madzu, Japan)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이하 용출용액).

질산용액 10.0 ml를 채취 후 진공펌프(vacuum pump,

2014C-02, Welch, Germany)를 가동하여 여과시스템

에 들어있는 용출용액과 불용성-잔류물을 여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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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과지(3장) 위의 불용성-잔류물을 40 oC 건조기에서

12시간 동안 건조 시켰다. 건조된 시료(이하 불용성-잔

류물)는 자력/수력선별에 사용되었다. 

2.4. 자력/수력선별

불용성-잔류물에 포함된 자성광물(magnetic mineral)

과 비-자성광물(non-magnetic mineral)을 자력/수력선별

하였다. 3000 Gauss의 네오디움 막대자석(neodymium

magnet, ksic-0731, Korea)을 L자 유리관(inner

diameter=0.6 mm)의 수평 유리관(length=26 cm)에

부착하고 불용성-잔류물을 수평 유리관에 충진하였다.

L자 유리관을 수직(vertical glass height=3 cm)으로

세우고 수직 유리관에서 증류수를 주입하여 수평 유리

관으로 비-자성광물을 배출시켰다. 

그러면 자연 금과 석영같은 비-자성광물은 유리관 밖

으로 배출되고 자성이 있는 광물들은 막대자석에 의해

유리관에 남는다. 배출된 비-자성광물을 막대자석이 제

거된 L자 유리관에 충진하였다. 그다음 유량계(flow

meter, FLM-3, PUREwaterTECH, Korea)를 통하여 증

류수의 유량을 조정하여 수직 유리관에 주입하였다. 이

후 유량에 의하여 석영과 같은 경광물(light mineral)

은 배출되고 반면에 자연 금과 같은 중광물(heavy

mineral)은 유리관에 남겨지도록 하였다(이하 중광물).

자성광물, 비-자성광물 및 중광물은 40 oC에서 건조한

후 각각의 무게를 미량화학저울(chemical balance,

BP211D, Sartorius, Germany)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2.5. 분석방법

입도 & X선 회절 분석 

정광에대한 입도분석은 입도분석기(grain size

analysis, Mastersizer-3000E, Malvern, England)를

사용하였으며, 평균 측정값을 입도크기로 나타냈다. 

정광, 불용성-잔류물 그리고 중광물은 각각 X-선 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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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RD), PANalytical, Netherlands)하였다. 분석조건은

Cu-Kα 선을 이용하여 가속전압 40 kV, 전류 30 mA,

주사속도 2°/min.으로 3∼70°의 2θ 구간을 분석하였다.

특히 중광물(heavy mineral)은 금의 회절선을 정확하

게 검출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20∼90°의 2θ 구간을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마이크로웨이브-분해 

시료의 화학분석을 위하여 마이크로 시료 용해장치
(microwave digestion system, MARS 6, CEM, USA)

를 이용하였다. 시료 1.00 g과 왕수 10 ml를 4개의 밀

폐용기(closed-vessel)에 각각 넣고 15분 동안 200 oC로

승온 그리고 15분 동안 200 oC 온도 유지, 이후 15분

동안 상온으로 냉각시켰다. 냉각된 용출용액의 무게를

정밀 측정하였고, 최종 체적(final volume)이 20 ml가

되도록 증류수로 각각 조정하였다. 조정된 용출용액은

0.45 μm 여과지로 여과하고 금속함량은 원자흡광분광

광도계(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ry, AAS,

AA-7000, Shimadzu, Japan)로 분석하였다. 

전자현미경 분석

전자현미경 분석을 위해 시료는 전자현미경코팅기

(ion sputter coater, E-1030, Hitachi, Japan)를 이용

하여 백금코팅 하였다. 이후 주사전자현미경(field
emission scanning elelctron micropscope, FE-SEM,

S4800, Hitachi, Japan)영상과 후방산란전자(back sca-

ttered electron, BSE, C960593, Hitachi, Japan)영상

을 이용하여 시료에 대한 SEM 및 BSE 영상을 동시

에 확보하였다. 가동조건은 15 kV 전압과 10 mA 전

류이며, 에너지분산분광기(energy dispersive analyzer,

EDS, S4800, Hitachi, Japan) 정성분석은 가속전압

15 kV, 전류 10 nA, 전자빔 직경 0.1 μm 조건으로

가동하였다. BSE 영상에서 밝은 명암으로 나타나는 광

물 표면에 대하여 EDS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시료

시료에 대하여 XRD 분석한 결과, 빙장석, 방해석,

형석, 황철석, 석영 등이 확인되었고(Fig. 1), 입도분석 한

결과 D10=40.3 μm, D50=133 μm, D90=312 μm로

나타났다(Fig. 2). 정광시료에 대하여 화학분석 결과 철

(Fe)은 228,379.30 mg/kg, 구리(Cu)는 9,711.91 mg/kg,

납(Pb)은 4,651.99 mg/kg, 아연(Zn)은 2,338.24 mg/kg

그리고 은(Ag)와 금(Au) 함량은 각각 839.71 mg/kg과

1,684.59 mg/kg으로 나타났다.(Table 1).

3.2. 용출용액의 용출률

정광시료 100 g을 질산농도(1-6 M)별로 마이크로웨

이브-질산용출하여 용출함량과 용출률을 정리하였다

(Table 2). 그 결과, 철과 구리는 3 M에서 완전용출

(100 %) 되었다. 아연은 최대 용출률(91 %)로 나타나

는 질산농도는 5 M이였고 납은 6 M(20 %)에서 그

리고 은은 1 M(7 %)에서였다. 금은 모든 농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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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검출로 나타났다. 즉, 질산용액의 강력한 산화 능력

에도 불구하고 황철석에 강력하게 분해영향을 주는 마

이크로웨이브 에너지에도 불구하고 금(Au)은 전혀 용

출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3.3. 불용성-잔류물 

3.3.1. 불용성-잔류물의 X선 회절 분석

불용성-잔류물에 대하여 XRD 분석한 결과, 1-6 M

모두에서 석영, 형석, 석고 등이 나타났다(Fig. 3). 1

Fig. 1. XRD pattern of the raw concentrate. A: adularia, C: calcite, F: fluorite, P: pyrite, Q: quartz.

Fig. 2. Particle size distribution of raw concentrate. solid

line: residue distribution curve, dotted line: cumulative

distribution curve.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raw concentrate by AAS unit: mg/kg

Fe Cu Pb Zn Ag Au

228,379.30 9,711.91 4,651.99 2,338.24 839.71 1,684.59

Table 2. Leaching rate for the elements in leaching

solution on the Nac

Nac
Fe Cu Pb Zn Ag

lr% lr% lr% lr% lr%

1 M 36 55 3 30 7

2 M 94 92 4 62 6

3 M 100 100 5 80 6

4 M 100 100 7 86 4

5 M 100 100 10 91 3

6 M 100 100 20 89 4

Nac: nitric acid concentration, lr%: leaching rate %.

Fig. 3. XRD patterns of the insoluble-residue. A: adularia,

Ch: chalcopyrite, F: fluorite, Gy: gypsum, M: muscovite,

P: pyrite, Q: quar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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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에서 황철석이 나타났지만, 2 M 이상에서는 나타나

지 않았다. 2-6 M에서 황철석이 나타나지 않은것은 강

력한 마이크로웨이브-질산용출에 황철석이 분해되었기

때문이다. 2 M에서 황이 나타나고 1-6 M 모두에서

석고가 나타나는 원인 즉 정광에 없던 석고와 황이 나

타나는 원인은, 정광에 포함되어있던 방해석과 황철석

이 (1)-(4)식 같은 질산 반응으로 황과 석고가 생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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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CO3+2HNO3=Ca(NO3)2+H2O+CO2(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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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HNO3+S0→H2SO4+2NO(g) (3)

Ca2++SO4
2-+2H2O=CaSO4·2H2O (4)

또는 정광에 포함되어있던 형석이 (5)식과 같이 질

산과 반응하였기 때문에 석고가 생성된 것으로 해석된

다(Ibrahim and El-Hussaini, 2007). 

CaF2+H2SO4+2H2O=CaSO4·2H2O+2HF(g) (5)

3.3.2. 불용성-잔류물에서 자연 금의 단체분리

마이크로웨이브-질산용출로부터 회수된 불용성-잔류

물에 대하여 BSE 영상을 분석하였다. 자연 금이 혼합

된 불용성-잔류물에 대한 BSE 영상을 비교 분석하면

자연 금의 단체분리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금의 평

균원자번호(79)가 불용성-잔류물, 즉 맥석광물의 평균

원자번호 보다 훨씬 높기에 자연 금의 BSE 영상은

밝은 명암(white or bright)으로 나타나고 반면에 규산

염광물(맥석광물)로 이루어진 불용성-잔류물은 검은색

혹은 회색(black or grey)으로 나타난다(Makanza et

al., 2008). 1 M의 불용성-잔류물에 대한 BSE 영상

Fig. 4. BSE image of native gold grains and gangue minerals on the insoluble-residue(Pt coating). a: 1 M, b: 2 M, c: 3 M, d:

4 M, e: 5 M, f: 6 M. Red dots and red dotted line area are EDS spot positions, and the numbers are concentration of elements

in wt.%. The scale bar is 100 µm(d and f), 50 µm(a, b and e) and 30 µm(c) in 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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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a)에서 회색의 황철석과 밝은 명암의 자연 금이

쉽게 구별된다. 입방체(cubic)의 황철석에 대하여 EDS

분석결과 산소(O), 황(S), 철(Fe), 금(Au) 등이 검출되

고 판상의 자연 금은 산소(O), 규소(Si), 황(S), 염소

(Cl), 칼슘(Ca), 철(Fe), 은(Ag), 금(Au), 납(Pb) 등이

검출된다. 2 M의 불용성-잔류물에서, 자연 금은 맥석

광물로부터 완전히 단체분리 되지 못하고 반쯤 노출되

어 나타난다(Kirillov et al., 2016). 자연 금에 대하여

EDS 분석한 결과 산소(O), 은(Ag), 금(Au)이 검출된다

(Fig. 4b). 그러나 3 M에서 자연 금이 맥석광물과 완

전히 단체분리 되었지만 자연 금(EDS=O, Al, Si, Ca,

Ag, Au) 표면에 규산염광물(EDS=O, Al, Si, S, Ca)

이 아직 부착되어 나타난다(Fig. 4c). 4 M, 5 M 및

6 M의 불용성-잔류물에 대한 BSE 영상에서, 자연 금

들은 맥석광물들과 완전히 단체분리 되어 독립적인 입

자를 형성하고 또한 자연 금 입자 표면도 맥석광물이

거의 부착되지 않고 순수한 밝은 명암으로 나타난다
(Fig. 4d, 4e and 4f). 

3.4. 불용성-잔류물에 대한 자력/수력선별

3.4.1. 자성광물과 비-자성광물의 선별효율

6 M의 불용성-잔류물을 선정하여 자력/수력선별 하

였다. 6 M의 불용성-잔류물을 선정한 이유는 용출률

(Table 2)에서 Fe가 완전용출(100 %) 되었고 XRD

분석에서 황철석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6 M

의 불용성-잔류물에 대한 BSE 영상(Fig. 4)에서 자연

금들이 맥석광물들과 단체분리가 완전히 이루어졌기 때

문이다. 

불용성-잔류물 0.5 g을 증류수에 혼합 후 스포이드

(spoid)로 증류수과 함께 잔류물을 수평 유리관에 충진

하였다. 유량계를 통하여 380 ml/min 이상으로 증류수

를 수직 유리관에 주입하였다. 그러면 비-자성광물은

배출되고 자성광물은 수평 유리관 내부(막대자석이 부

착된)에 부착되어 남게 된다. 배출된 비-자성광물과 부

착된 자성광물을 각각 회수하여 무게를 정밀 측정하였

고(4회 실험), 그에 따른 회수량과 손실량은 평균±표

준편차로 정리하였다(Table 3). 하나의 막대자석을 사

용했을때 자성광물의 선별효율은 평균 5 % 비-자성광

물의 선별효율은 89 %, 두 개의 막대자석을 사용했을

때 자성광물의 선별효율은 평균 6.5 % 비-자성광물의

선별효율은 88.5 % 그리고 세 개의 막대자석을 사용

했을 때 자성광물의 선별효율은 평균 6.5 % 비-자성광

물의 선별효율은 88 %로 나타났다. 

3.4.2. 경광물과 중광물의 선별효율

3.4.1.에서 분리된 비-자성광물 0.4 g을 스포이드로

수평 유리관에 충진하고 유량계를 통하여 약 368 ml/min

범위의 증류수를 수직 유리관에 주입하였다. 그러면 석

고, 형석 및 석영과 같은 경광물은 배출되고 자연금과

같은 중광물은 수평 유리관에 남게 된다. 배출된 경광

물과 수평 유리관에 남은 중광물을 각각 회수하여 무

게를 정밀 측정하였다(4회 실험), 4회 실험했을 때 회

수된 중광물은 총 무게로 그리고 4회 평균 회수량은

평균±표준편차로 정리하였다(Table 4). 3.4.1.에서 하나

의 막대자석을 사용했던 시료(Non-magnetic fraction 1)

를 수력선별하여 회수된 중광물의 총 무게는 0.0045 g,

평균은 0.00114 g, 선별효율은 평균 0.29 %로 나타났

다. 두 개의 막대자석을 사용했던 시료(Non-magnetic

fraction 2)에서는 중광물이 0.0038 g, 평균 0.00095 g,

선별효율은 평균 0.24 %로 회수되었다. 그리고 세 개의

막대자석을 사용했던 시료(Non-magnetic fraction 3)에

서는 중광물이 0.005 g, 평균 0.001 g이었고 선별효율

은 평균 0.31 %로 나타났다. 

3.4.3. 자성광물의 X선 회절 분석

자성광물에 대하여 XRD 분석한 결과, 빙장석, 황동

석, 석고, 형석, 자철석, 황 및 석영이 확인되었다. 막

대자석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자철석의 회절선의 강도

(intensity)가 증가하여 나타나고 있다(Fig. 5) 이와 같

은 결과는 불용성-잔류물에서 더 많은 자철석이 선별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막대자석의 개수가 증

가하면 자력의 세기가 증가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Table 3. Separation rate for magnetic and non-magnetic mineral from the insoluble-residue by magnetic/hydro separation

Magnet

Input 

sample(g) 

n=4

Magnetic 

mineral(g)

Non-magnetic 

mineral(g)
Loss(g)

 Separation rate 

 Magnetic 

mineral(%)

Non-magnetic 

mineral(%)

1 0.5 0.02 ±0.01 0.45 ±0.004 0.03 ±0.016 5.0 89.50

2 0.5 0.03 ±0.01 0.44 ±0.007 0.025 ±0.005 6.5 88.50

3 0.5 0.03 ±0.004 0.44 ±0.006 0.02 ±0.009 6.5 88.00

Magnet: neodymium mag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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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중광물의 X선 회절 분석

비-자성광물을 4회 수력선별하여 회수된 중광물을 모두

합하면 하나의 막대자석을 사용했던 시료(Non-magnetic

fraction 1)는 0.0045 g, 두 개의 막대자석을 사용했던 시

료(Non-magnetic fraction 2)는 0.0038 g 그리고 세 개

의 막대자석을 사용했던 시료(Non-magnetic fraction 3)

에서는 0.005 g이 얻어졌다. 이들 시료 각각을 3-70°의

2θ 구간에서 XRD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금(Au), 석고,

형석 및 모나자이트(monazite)가 확인되었다(Fig. 6).

하지만 금의 회절선은 38.18°(2θ)에서 처음 나타나기

때문에 다시 20-90°(2θ) 구간을 더 추가하여 분석하였

다(Fig. 7). 그 결과 금의 회절선들이 3-70°와 20-90°의

2θ 구간 모두에서 동일하게 나타났고, 20-90°(2θ) 구간

에서는 70° 이상에서 2개의 회절선(1.23 Å, 1.17 Å)이

추가적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1개, 2개 및

Fig. 5. XRD patterns of magnetic minerals by magnetic/

hydro separation. 1 MB: 1 magnetic bar, 2 MB: 2 magnetic

bar, 3 MB: 3 magnetic bar. A: aduraria, Ch: chalcopyrite,

Gy: gypsum, F: fluorite, Mt: magnetite, S: sulfur, Q: quartz.

Fig. 6. XRD patterns of the heavy mineral from non-

magnetic minerals by hydro separation. G: gold, Gy:

gypsum, F: fluorite, Mt: magnetite, Mz: monazite, 

Table 4. Separation rate for heavy and light mineral from the non-magnetic mineral by hydro separation

Non-magnetic 

fraction*

Input 

sample(g)a
Heavy 

mineral(g)b
Light 

mineral(g)c
Loss(g)d

Separation rate of 

heavy mineral(%)e
Separation rate of 

light mineral(%)f

1
0.4

0.00059 0.37009 0.02932 0.15 92.58

0.00216 0.35932 0.03852 0.54 90.05

0.00072 0.34006 0.05922 0.18 85.09

0.00108 0.37324 0.02568 0.27 93.42

Average 0.00113 ±0.0007 0.2850 ±0.18

2
0.4

0.00075 0.33542 0.06383 0.19 83.93

0.00162 0.36002 0.03836 0.41 90.17

0.00075 0.37987 0.01938 0.19 95.04

0.00067 0.35800 0.04133 0.17 89.57

Average 0.00094 ±0.0004 0.2400 ±0.11

3 
0.4

0.00155 0.33272 0.06573 0.39 83.34

0.00070 0.33801 0.06129 0.18 84.57

0.00055 0.36864 0.03081 0.14 92.22

0.00216 0.35045 0.04739 0.54 87.83

Average 0.00124 ±0.0008 0.3125 ±0.19

d=a-(b+c), e=100-(a-b)/a×100, f=100-(a-c)/a×100

Non-magnetic fraction* : non-magnetic fraction obtained from the magn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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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막대자석을 사용했던 비-자성광물 시료 모두에

서 동일하게 나타났다(Fig. 7). 금의 회절선 강도는 막

대자석의 개수가 감소할수록 증가하여 나타났다. 특히

금의 회절선의 강도는 두 개와 세 개의 막대자석에서

얻은 강도보다 3배 이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모

나자이트의 회절선과 강도 역시 막대자석이 증가할수

록 감소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자철석의 경우와

반대로 막대자석의 개수가 적을수록 비-자성광물에서

순도가 높은 모나자이트와 금 입자가 더 많이 선별되

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3.4.5. 자성광물에 대한 BSE 영상과 EDS 분석

자력/수력선별하여 회수된 자성광물에 대하여 BSE

영상과 EDS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하나의 막대자석

을 이용하여 회수된 자성광물에서 구체(sphere) 형태

의 광물들이 나타났다. 이들 구체 표면에는 다양한 형

Fig. 7. XRD patterns of the heavy mineral from non-magnetic

minerals by hydro separation. G: gold, Gy: gypsum, F:

fluorite, Mt: magnetite, Mz: monazite, Q: quartz.

Fig. 8. BSE image of the magnetic minerals from insoluble-residue by magnetic/hydro separation. One magnet: a and b, Two

magnet: c and d, Three magnet: e and f. Red dots and red dotted line area is EDS spot positions, and the numbers are

concentration of elements in wt.%. The scale bar is 100 µm(d), 50 µm(a, b and e) and 40 µm(c and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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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의 크랙(crack)이 발달되어 있고, 구체 표면에 대하

여 EDS 분석한 결과 산소(O), 크롬(Cr), 철(Fe)이 검

출되고 있다(Fig. 8a and 8b). 두개의 막대자석에서 회

수된 자성광물 에서도 EDS 분석한 결과 산소(O), 황

(S), 티타늄(Ti), 철(Fe)이 Fig. 8c에서 검출되었으며,

Fig. 8d에서는 산소(O)와 철(Fe)이 검출되었다. 세 개

의 막대자석에서 회수된 자성광물 또한 표면 EDS 분

석한 결과 Fig. 8e의 구체에서 산소(O), 규소(Si), 황

(S), 크롬(Cr), 철(Fe), 금(Au)이 검출되고, Fig. 8f의

구체는 산소(O), 티타늄(Ti), 철(Fe)이 그리고 황(S)이

소량 검출되었다. 특히 Fig. 8c와 Fig. 8e의 구체 표면이

파손되어 내부가 비어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Fig. 8f

는 표면이 파손되기 시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

와 같은 현상은 정광시료에 포함되어있던 자철석이 마

이크로웨이브-질산용출에 의하여, 즉 shrinkage core

model에 준하여, 용해되기 때문에 구형광물로 변화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Dmitry et al. (2019)에 의하

면 구형의 자철석이 석탄이 연소하는 과정에서 생성되

는 것을 확인하였다.

자성광물이 구체 모습으로 그리고 구체 표면이 파손

되어 내부가 비어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원인은 자

철석이 마이크로웨이브-질산용출을 받아서 일어나는

shrinking core 현상으로 사료된다. 자철석은 마이크로

웨이브 에너지를 매우 잘 흡수하여 수분 이내로 1000 oC

이상으로 가열되는 광물이다(Haque, 1999; Bhattacharya

and Basak, 2016). 또한, 마이크로웨이브 에너지에 의

한 가열은 기존 가열방식과 완전히 다르다. 기존 가열

방식으로 시료를 가열하면 열이 시료 표면을 통하여

중심으로 전달된다. 그러나 마이크로웨이브 에너지가

시료에 전달되면 열이 시료 중심에서 발생되고 중심에

서 발생한 열이 물질 표면으로 전달된다(Pickles,

2009; Oghbaei and Mirzaee, 2010). 따라서 마이크로

웨이브-질산용출 실험 과정에서 강력한 마이크로웨이

브 에너지와 강력한 산화력의 질산용액에 의하여 자철

석은 가열과 용해작용이 동시에 일어났을 것이다. 즉,

가열은 자철석 중심부터 일어나고 용해작용은 표면부터

일어난다. 용해작용이 표면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면 특

정 표면이 더 선택적으로 용해되어 Fig. 8과 같이 다

양한 형태의 크랙(crack)이 형성되며 동시에 용해작용

이 진행됨에 따라 자철석의 직경이 감소한다. 용해작

용이 진행됨에 따라 시료의 직경이 감소한다(shrinking
core model)(Kadioglu et al., 1995; Levenspiel, 1999;

Aydogan et al., 2007). 크랙이 더 선택적으로 용해작

용이 진행되면 Fig. 8f와 같이 작은 틈(hole)이 형성되

고, 이 틈은 중심 쪽으로 연결된다. 이 틈을 통하여 침

투한 질산용액은 높은 온도로 가열된 중심부를 빠르게

용해시킨다. 이처럼 자철석 중심부가 용해되면 Fig. 8c

와 Fig. 8e와 같이 틈이 확장되어 용해공간으로 나타

Fig. 9. FE-SEM(a) and BSE image(b, c and d) of the magnetic minerals from 2 M insoluble-residue by hand magnet. Red

dots are EDS spot positions, and the numbers are concentration of elements in wt.%. The scale bar is 100 µm(a and b) and

30 µm(c and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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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다. 따라서 용해공간과 표면용해가 진행되었다면, 자

철석 중심은 속이 빈 용해공간으로 그리고 표면은 원

형의 구체가 자성광물에 남아있을 것이다. 이를 확인

하기 위해, 2 M의 불용성-잔류물을 네오디움 막대자석

3개를 이용하여 건식으로 자성광물을 회수하였고 초음

파세척기에서 증류수와 아세톤으로 세척 하였다. 이 자

성광물을 SEM/BSE 영상으로 관찰한 결과 Fig. 9와

같이 파손된 구체가 나타났다. 이 파손된 구체 중심은 속

이 빈 용해공간으로 나타났다. Fig. 9 역시 자철석의 구

체가 파손되고 중심이 빈 용해공간이 나타났다. Fig. 9d

는 Fig. 9c를 약 25° 기울임(tilting)을 준 BSE 영상이다.

원형의 구체표면(Fig. 8) 그리고 파손된 구체(Fig. 9)의

표면, 중간 그리고 용해공간 내부에 대하여 EDS 분석

한 결과 모두 산소(O)와 철(Fe)이 검출되고 있다. 따라

서 자철석이 마이크로웨이브-질산용출에 의해 용해되

면 표면은 shrinking core model에 준하여 용해되어

원형의 구체가 형성되고 중심은 마이크로웨이브 가열

과 용해작용이 복합적으로 진행되어 용해공간이 형성

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3.4.6. 자연 금에 대한 BSE 영상과 EDS 분석

XRD 분석에 사용했던 중광물(heacy mineral)을 회

수하여 각각 SEM/BSE 영상과 EDS 분석에 사용하였

다. 하나의 막대자석(자력선별)으로 회수된 비-자성광

물을 다시 수력선별하여 중광물을 회수하였다. 이 중

광물에 대하여 BSE 영상과 EDS 분석한 결과 명암이

밝은 광물들은 모두 자연 금으로 나타났고 회색 혹은

검은색 광물들은 맥석광물로 나타났다(Fig. 10). Fig. 10a

에서 나타나는 밝은 명암 광물들을 BSE 영상으로 확

대하고 EDS 분석한 결과 모두 자연 금이 확인되었다

(Fig. 10b, 10d and 10f). 이들 자연 금 입자 표면의

밝은 명암 부분과 검은색 부분을 EDS 점 및 면 분석

Fig. 10. BSE image of native gold particles and gangue minerals from heavy minerals by hydro separation. Red dotted and

red dotted line area are EDS spot positions, and the numbers are concentration of elements in wt.%. The scale bar is

400 µm(a), 100 µm(b, d and f) and 50 µm(c) and 40 µ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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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 밝은 부분은 Ag와 Au가 검출되고 반면에 검

은색 부분은 O, Si 및 S가 검출되었다. 이와 같이 자

연 금에서 불순물이 나타나는 현상은 Cho et al.

(2020)에 의한 마이크로웨이브-질산용출에서 얻은 자연

금에서도 나타난다. 또한, 표사광산에서 얻어지는 자연

금에도 다른 광물(황철석,석영 등)이 포획되어 있기도

하고 다른 원소들이 불순물로 포함되어있는 것이 일반적

인 현상이다. (Michel, 1987; Vikentyev et al., 2004;

Kirillove et al., 2016; Cho et al., 2020) 신장된 마

름모 결정 형태의 광물은 BSE 영상이 검은 회색으로

그리고 EDS 분석에서 O, Si 및 Ti가 검출되는 것으

로 보아 티탄철석으로 생각된다(Fig. 10c). 입방체 광물

도 BSE 영상이 검은 회색으로 나타나고 EDS 분석에

서 산소(O), 알루미늄(Al), 규소(Si), 칼슘(Ca), 철(Fe)

등이 검출되고 있어 규산염광물로 사료된다(Fig. 10e).

2개의 막대자석(자력선별)으로 선별된 비-자성광물을

다시 수력선별하여 중광물을 분리하였다. 이 중광물에

대한 BSE 영상에서 맥석광물(회색 혹은 검은색)과 자

연 금(밝은 명암)으로 확인되었다(Fig. 11). Fig. 11a에

서 나타나는 밝은 명암 광물들을 확대하고 각각 EDS

분석한 결과 밝은 명암 광물들은 모두 자연 금으로 확

인되었다. 밝은 명암 광물들이 자연 금으로 확신할 수

있는 증거는 EDS 분석에서 모두 은(Ag)와 금(Au)이

동시에 검출되기 때문이다. 3개의 막대자석(자력선별)

으로 분리된 비-자성광물을 다시 수력선별하여 중광물

을 분리하였다. 이 중광물에 대한 BSE 영상에서 밝은

명암은 자연 금 그리고 검은색 광물은 맥석광물로 확

인되었다(Fig. 12). Fig. 10, Fig. 11 그리고 Fig. 12

에 나타나는 자연 금 입자 표면에는 공통적으로 검은

색의 석영이 산점상으로 분포하고 있다. 이 산점상의

석영은 마이크로웨이브-질산용출 과정에서 분해되지 않

고 남은 것으로 생각된다. 토양, 라테라이트, 혹은 산

Fig. 11. BSE image of the native gold particles from heavy minerals by hydro separation. Red dotted line area is EDS spot

positions, and the numbers are concentration of elements in wt.%. The scale bar is 500 µm(a), 100 µm(e and f) and 50 µm(b,

c and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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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대에서 회수된 자연 금의 표면에는 산점상의 석영과

같은 불순물이 포함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풍화작

용, 용해작용 및 이동 등에 의하여 자연 금의 표면에

존재하던 불순물이 제거되기 때문이다(Vikentyev et

al., 2004; Larizzatti et al., 2008; Kalinin et al.,

2009; Kirillov et al., 2016). 

4. 토 의

금을 함유한 황화광물 정광을 마이크로웨이브-질산

용출실험을 15분 동안 수행한 결과 황철석이 2 M 이

상의 불용성-잔류물에서 완전히 분해된 것을 XRD 분

석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1-6 M의 용출용액에서 금

(Au)이 검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금은 질산용액에 용해

되지 않기 때문에 황철석이 분해된 불용성-잔류물에는

자연 금이 혼합되어 있을 것이다. 이를 확인하고자 불

용성-잔류물을 BSE 영상으로 관찰하였고, 자연 금이

혼합된 것을 확인되었다. 자연 금이 1-3 M에서는 불용

성-잔류물과 잘 분리되지 않았지만 4 M 이상에서는

완전히 단체분리되었다. 자연 금이 혼합된 불용성-잔류

물을 자력/수력선별하여 비-자성광물과 자성광물을 분

리하였다. 0.5 g의 불용성-잔류물을 자력선별 한 결과

자성광물이 5-6.5 %으로 선별되었고, 이 자성광물에

포함된 자철석은 shrinking core model에 의하여 원

형의 구체를 형성하고 마이크로웨이브 에너지에 의하

여 중심이 빈 용해공간이 형성된 것을 SEM과 BSE

영상으로 확인하였다. 자력선별을 통해 얻어진 비-자성

광물 0.4 g에 대한 수력선별결과 0.24-0.31 %의 중광물

이 회수되었고, 하나의 막대자석을 사용했던 시료(Non-

magnetic fraction 1)는 0.0045 g, 두 개의 막대자석을

사용했던 시료(Non-magnetic fraction 2)는 0.0038 g

그리고 세 개의 막대자석을 사용했던 시료(Non-

Fig. 12. BSE image of native gold particles from heavy minerals by hydro separation. Red dotted line area is EDS spot

positions, and the numbers are concentration of elements in wt.%. The scale bar is 400 µm(a), 100 µm(b, c, and f) and

50 µ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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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netic fraction 3)에서는 0.005 g의 중광물이 회수

되었다.

이처럼 회수된 극미량의 중광물 시료를 XRD 분석

한 결과 모두 금의 회절선들이 완전하게 나타났다. 그

리고 BSE 영상에서 자연 금은 밝은 명암으로 나타나

서 맥석광물과 쉽게 구별할 수 있었으며, EDS 분석에

서도 자연 금은 Ag와 Au가 모두 검출되었다. 하지만

막대자석의 개수에 따라 자력선별 하였을 때 그리고

유리관을 통하여 수력선별을 진행하였을 때, 유리관 내

부에 불용성-잔류물이 불균질하게 분포되는 경향이 있

었다. 시료가 불균질하게 분포되기 때문에 유속이 변

화되고, 잔류물이 뭉쳐지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향후 유리관의 직

경을 증가시키거나, 유속변화를 잘 제어할 수 있다면

더 효과적인 금 입자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

다. 또한, 비-자성광물을 수력선별하여 희토류광물(rare

earth element)인 모나자이트(Fig. 6 and Fig. 7)가

선별되었다. 따라서 향후, 중광물(heavy mineral)을 중

액선별과 수력선별 하면 모나자이트와 자연 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분리할 수 있을 것이며, 백금족광물

(platinum group mineral)에 적용하면 희토류광물은

물론 백금족원소도 친환경으로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 결 론

금을 함유한 황화광물 정광을 마이크로웨이브-질산

용출실험하여 용출용액과 불용성-잔류물을 회수하였다.

용출용액에서 금(Au)은 검출되지 않았고, 자연 금은 불

용성-잔류물에서 단체분리 된 것이 전자현미경 분석으

로 확인되었다. 자성을 띄지 않는 금을 효과적으로 분

리하기위해 불용성-잔류물을 자력/수력선별하여 자성광

물과 비-자성광물로 분리하였다. 자성광물에서 자철석

이 회수되었고, 비-자성광물을 다시 수력선별하자 자연

금이 회수되었다. 자연 금은 XRD 분석과 BSE 영상

에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유리관을 이용하였기 때

문에 극소량의 시료를 자력/수력선별 할 수 있었고, 물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친환경적으로 불용성-잔류물로부터

금 입자를 쉽게 분리할 수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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