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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 폐금속광산의 수는 2,084개로 알려져 있으며, 

이 중 60% 정도의 폐광산이 토양오염과 같은 광해를 발생

시키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Ahn et al., 2017). 이와 같이 

폐광산의 광미는 토양오염의 대표적인 오염원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어 폐광산 주변 토양오염 가능성에 대한 우려

가 증가하고 있다(Kim et al., 2002; Nguyen et al., 2018). 

대부분의 광산에서는 규정을 따라 광미장 적치댐 등을 건

설하여 반영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

에 광미내 중금속 등 오염원의 근본적인 제거에 대한 요구

가 높아져 왔다. 특히, 중금속은 유기물 성분과 달리 미생물

에 의해 자연적으로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광미나 토양으

로부터 제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Park et al., 2013).

중금속 오염토양을 정화하기 위해 동전기 정화법, phytore-

mediation, 열탈착 공법, 토양세척/세정법 등 다양한 방법

이 개발되어 왔다(Jung et al., 2013; Park et al., 2013). 중금

속 오염토양 정화공정은 단위공정 단독으로 구성되기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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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treatment cost for removing heavy metals from tailings and contaminated soils has been determined to be 

more expensive than for solidification and stabilization processe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nhance the economic 

feasibility of the removal process by investigating the cyanide leaching, adsorption, and desorption of gold using 

activated carbon particles. Our study found that the leaching efficiency of gold decreased by increasing the particle size 

and pulp density and by decreasing cyanide concentration to 0.1%. The trace gold particle could be exposed to cyanide 

solution when it was fine-ground and cyanide was lost with decreasing pH when the gold had a high pulp density and low 

cyanide concentration. The adsorption behavior of gold on the activated carbon particle was investigated using 

Freundlich and Langmuir adsorption isotherm equations. The adsorption results showed good agreement with the 

Freundlich adsorption isotherm, and the desorption efficiency of gold increased with pH and temper  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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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광미 및 오염토양으로부터 중금속을 제거공정은 고형화 및 안정화법에 비하여 처리비용이 높은 것으로 알려

져 있다. 이 연구에서는 금의 회수를 위한 시안침출, 활성탄 흡착과 탈착 중 금의 기초거동을 조사하여 제거공정의 경

제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금의 침출율은 입자크기가 클수록 시안농도가 0.1 % 정도로 낮을수록 광액농도가 

증가할수록 감소하였다. 금은 미량으로 존재하므로 시료가 미분쇄될수록 시안용액에 노출되는 금의 양이 증가하는 

것이 원인으로 판단되었으며, 시안농도가 낮거나 광액농도가 증가하면 pH가 낮아지는데 낮은 pH에서 시안이 증발하

여 소모되는 것이 낮은 침출율의 원인으로 판단되었다. 침출된 금의 활성탄에 대한 흡착거동은 Freundlich 흡착등온

식과 Langmuir 흡착등온식을 이용하여 각각 분석하였으며, 흡착결과는 Freundlich 흡착등온식에 부합하였다. 마지

막으로 활성탄에 흡착된 금의 탈착거동은 pH와 온도가 증가할수록 탈착율이 증가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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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침출공정)으로 중금속을 용출시켜 제거하는 등 병용하

는 것이 효율적으로 보고되었다(Lee et al., 2018). 침출공

정에서 친환경적인 유기산을 사용하거나(Jung et al., 2013; 

Nguyen et al., 2018; Park et al., 2013) 재이용이 가능한 산

화제를 사용하는 등(Nguyen et al., 2018), 오염토양으로부

터 중금속을 제거하는 공정의 경제성과 환경성을 향상시키

려는 연구가 지속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형화/안

정화법 등 오염의 확산을 차단하는 방법에 비하여 적극적

인 제거 공정은 비용이 높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일부 오염

토양은 일부 처리 후 매립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오염토양 중 존재하는 금속은 회수할 경우 유가금속으로

서 활용이 가능하다. 특히, 금과 같은 귀금속의 경우 소량이

라도 가격이 높아(2018년 9월 평균 약 1,198 USD/troz, 한

국자원정보서비스 http://www.kores.net/komis), 회수가 

가능하다면 토양오염 정화비용의 일부 보전이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금의 회수를 위해서 시안을 사용하는 청화법이 

대표적이며, 시안의 독성 때문에 티오황산염(thiosulfate) 

등을 사용하는 대체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경제성 및 

공정안정성 때문에 현재까지 세계 금광산의 대부분은 청화

법을 채택하고 있다(Chi et al., 2011). 따라서 금을 함유하

고 있는 광미를 대상으로 시안침출에 의한 금 회수 기술개

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물리적 선별로 농축된 시료를 대상으로 

시안을 이용한 침출공정을 진행하고, 이후 활성탄을 이용

한 흡착 및 탈착공정을 실시하여 광미시료로부터 금회수를 

위한 제련공정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실험방법

이 실험에서 사용된 시료는 키르기즈스탄 테렉사이 금광

산에서 확보된 시료로서 물리적 선별공정을 통해 유가금속

을 농축시킨 시료를 사용하였으며, XRF(X-ray fluorescence 

spectometer)에 의해 조사된 성분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시안침출실험은 500 ml 반응기에 200 ml 침출용액을 넣

고, 광액농도 10%, 교반속도 400 rpm, 반응온도는 50°C, 

시안농도는 0.2%, 침출시간은 24시간으로 하였으며 별도

의 조건을 부여할 시에는 따로 기재하였다. 침출 후 금의 농

도를 분석하기 위해서 침출실험 후 여과지를 사용하여 침

출용액을 거른 후 이 중 150 ml를 취하여 증발시키고 다시 

염산으로 재용출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흡착실험과 탈착실험은 진탕항온수조(Shaking heating 

bath, BS-31, Jeiotech Co., Korea)에서 진행하였다. 흡착실

험은 금의 초기농도를 100 mg/L로 조절하고, 교반속도 100 

rpm, 시판의 활성탄 0.02 g, 용액부피 50 ml에서 진행하였

다. 흡착등온거동을 조사할 경우에는 초기 농도를 변화시

키며 조사하였고, 온도 25°C, pH는 11이상을 유지하였다. 

탈착실험은 1 mg/g-1.5 mg/g의 금이 흡착된 활성탄 0.1 g

을 시안농도 0.2 %의 50 ml 용액에 투입한 후, 진탕항온수

조에 설치하여 24시간 동안 교반속도 100 rpm에서 탈착실

험을 진행하였다. 용액 중 금농도 분석은 상기와 동일한 방

법을 사용하였으며, 흡착량은 초기 금 농도에서 잔류농도

를 사용하여 계산하였고, 탈착량은 용액 중 금농도와 활성

탄 잔류량을 조사하여 계산하였다. 금 농도는 원자흡광광

도계(AA-7000, Shimadzu Scientific Instrument, Ltd., 

Japan)로 측정하였다.

실험결과 및 고찰

광미 중 금의 시안침출거동에 미치는 입도의 영향을 조

사하기 위하여 반응온도 50°C, 시안농도 0.2%, 교반속도 

400 rpm, 광액농도 10%, 침출시간 24시간의 조건에서 입

도크기의 영향을 -75 µm, 75~106 µm, 106~150 µm, 150~212 

µm, 212~300 µm의 입도범위에서 조사하였고 실험결과를 

Fig. 1에 나타내었다. 75 µm 이하의 시료를 사용한 경우 

23.4 mg/kg의 금이 용출되어 다른 입도군에 비하여 높은 

침출효율을 나타냈으며, 침출율은 85.2%였다. 일반적으로 

광물 중 금은 미량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입자가 클 경우 침

출액에 노출되기 어렵다. 따라서 75 µm까지 분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광미 중 금의 시안침출실험을 반응온도 50°C, 입도 -75 

µm, 시안농도 0.1% - 0.4%, 교반속도 400 rpm, 광액농도 

10%, 침출시간 24시간의 조건에서 수행하였고 실험결과

를 Fig. 2에 나타내었다. 시안농도가 0.2% - 0.4%의 범위에 

비하여 0.1%의 경우 금의 용출양이 낮게 나타났다. 각각 실

험에 대해 침출시간 24시간 후 pH를 조사한 결과 시안 농도

가 낮을수록 pH가 낮게 나타났다. 시안은 pH가 낮아질수

Table 1. Chemical components of sample with XRF (unit: mg/kg)

Fe K Ca As Ti Mn Ba Rb

47,332.3 33,858.3 30,604 7,885.3 4,768.3 622.3 358 141.3

Zn Sb Zr Sr Sn Cd Cu Ni

148.3 138 136.3 134.7 95 48 39.5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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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HCN형태로 존재하며 pH가 7 이하일 경우 99%의 시안

이 HCN으로 존재한다고 보고되었다(Johannes, 1992). 또

한 HCN은 증기압이 높기 때문에 쉽게 증발할 수 있어

(Johannes, 1992) pH가 낮을수록 HCN 생성 후 증발에 의

한 시안농도 감소가 예상된다. 즉, 시안농도가 0.1 %인 경

우 반응 후 pH 감소에 의해 시안농도가 감소하여 충분한 침

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인 습식제련공정에서 광액농도는 공정효율을 검

증하는 주요한 요소이다. 침출실험을 반응온도 50°C, 입도 -75 

µm, 시안농도 0.2%, 교반속도 400 rpm, 광액농도 10%- 

30%, 침출시간 24시간의 조건에서 수행하였고 실험결과

를 Fig. 3에 나타내었다. 광액농도가 20%와 30%인 조건에

서 10%의 결과보다 침출효율이 낮으며, pH도 광액농도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시안농도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pH 감소에 따른 시안농도 감소가 원인

으로 생각된다. pH 감소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시료를 증

류수에 투입하여 pH와 중금속 성분 거동을 관찰하였으며, 

pH는 감소하였으나 특별한 금속성분이 검출되지는 않았

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시안용액에 용해된 금이온을 회수하기 위해 활성탄을 이

Fig. 1. The effect of particle size on the gold cyanide leaching under the following conditions: temperature 50°C, cyanide 

concentration 0.2 %, agitation speed 400 rpm, pulp density 10 %, leaching time 24 hours.

Fig. 2. The effect of cyanide concentration on the gold cyanide leaching under the following conditions: temperature 50, particle 

size - 75 µm, agitation speed 400 rpm, pulp density 10%, leaching time 24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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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흡착실험을 진행하였다. 침출액을 그대로 사용할 경

우 금의 초기농도가 낮아 충분히 흡착거동을 관찰할 수 없

어, 금의 초기농도를 100 mg/L로 조절하여 흡착실험을 진

행하였다. 일반적인 광산에서 금 침출액의 농도는 높지 않

은 수준이기 때문에 100 mg/L에서 가능할 경우 이보다 낮은 

실제 금 침출액의 경우 유사한 흡착거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

대하였다. 금 흡착에 대한 온도의 영향을 교반속도 100 rpm, 

활성탄 0.02 g, 용액부피 50 ml, 흡착시간 24시간의 조건에

서 온도를 25°C, 35°C, 45°C 조절하여 조사하였고, 흡착결

과를 Fig. 4에 나타내었다. 온도가 증가할수록 흡착속도는 

실험 초기에 빠르게 일어났으나 24시간 흡착을 진행하였을 

때 온도가 낮을수록 흡착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착거동을 분석하기 위하여 대표적인 흡착등온식인 

Freundlich 흡착등온식과 Langmuir 흡착등온식을 사용하

였다. Freundlich 흡착등온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

다(Butt et al., 2010).















 (1)

여기서 qe(mg), M(g), Ce(mg/L)는 각각 흡착량, 흡착재의 

양, 평형농도를 나타내며, k와 1/n은 주어진 온도의 해당 흡

착량과 흡착재의 양에 대한 상수이다(Butt et al., 2010). 또

Fig. 3. The effect of pulp density on the gold cyanide leaching under the following conditions: temperature 50°C, particle size – 

75 µm, agitation speed 400 rpm, cyanide concentration 0.2%, leaching time 24 hours.

Fig. 4. The effect of temperature on the gold adsorption under the following conditions: initical gold concentration 100 mg/L, 

agitation speed 100 rpm, activated carbon particle 0.02 g, solution volume 50 ml, leaching time 24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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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Langmuir 흡착등온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Butt et al., 2010).














 (2)

여기서 qe(mg/g)와 qm(mg/g)은 각각 흡착량과 단층흡착

(monolayer)에서의 최대흡착량을 나타내며, b와 Ce는 상

수와 평형농도를 각각 가리킨다(Butt et al., 2010). 25°C의 

조건에서 수행된 흡착실험의 결과를 식(1)과(2)를 적용하

여 Fig. 5와 6에 각각 나타내었으며, 여기서 얻어진 상수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이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활성탄 흡

착은 Freundlich 흡착등온식에 더 부합하는 것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이 흡착반응은 물리적 흡착으로 판단할 수 있다.

상기 실험 중 25°C에서 금이 흡착된 활성탄을 대상으로 

금이온의 탈착실험을 진행하였다. 흡착된 금의 양은 1-1.5 

mg/g이며, 활성탄 양은 0.1 g, 시안 0.2% 용액 50 ml, 탈착

시간 24시간, 교반속도 100 rpm으로 조정되었다. 탈착에 

대한 온도의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초기 pH를 11로 조정하

고 25°C에서 90°C의 온도조건에서 조사한 결과를 Fig. 7에 

나타내었다. Fig. 7에서 알 수 있듯이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탈착율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어 고온에서 수행하는 것

이 탈착효율에는 유익하나 온도 증가에 따라 시안의 증발

이 촉진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금

Table 2. Parameters for adsorption isotherm equations obtained from Figs. 5 and 6

Freundlich adsorption isotherm Langmuir adsorption isotherm

k 1/n R2 qm b R2

4.05 0.50 0.86 43.67 0.04 0.63

Fig. 5. Freundlich isotherm plots for the adsorption of Au ions 

onto the activated carbon at 25°C.

Fig. 6. Langmuir isotherm plots for the adsorption of Au ions 

onto the activated carbon at 25°C.

Fig. 7. The effect of temperature on the desorption of gold 

from activated carbon.

Fig. 8. The effect of equilibrium pH on the desorption of gold 

from activated carb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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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 탈착에 미치는 초기 pH의 영향을 90°C의 조건에서 조

사하였고, 결과를 Fig. 8에 나타내었다. pH가 증가함에 따

라 탈착율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낮은 pH에

서 시안이 소모되어 탈착되는 금의 양을 감소시킨 것이 원

인으로 생각되었다. 상기의 결과와 같이 광미로부터 시안

침출, 활성탄 흡착 및 탈착 과정을 통해 금이 회수되는 공정

이 가능한 것을 나타냈으며, 이와 같이 회수되는 금은 광미

처리공정 경제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

각된다.

결   론

광미 및 오염토양 처리공정의 경제성 향상을 위해 이와 

같은 처리공정으로부터 금을 회수하기 위한 금의 시안침

출, 활성탄 흡착 및 탈착 기초거동을 조사하였다.

금은 시료 중 미량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입자크기가 75 

µm 이하로 분쇄하여 침출공정에 투입할 필요가 있으며, 시

안농도가 0.1% 정도로 낮거나, 광액농도가 증가할수록 금

의 침출율이 낮아졌는데, 이는 pH가 낮아져 시안소모량이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판단되었다. 시안에 용존되어 있는 

금의 활성탄에 대한 흡착거동을 Freundlich 흡착등온식과 

Langmuir 흡착등온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Freundlich 

흡착등온식에 부합하는 흡착거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

되었다. 활성탄에 흡착된 금을 탈착시키기 위해서 pH와 온

도를 높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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