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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APT (Ammonium paratungstate)는 금속절단 공구, 드릴의 날, 광산공구, 군사무기 재료 등 산업 전반에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며,

고순도의 APT(S)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Na2WO4 수용액으로부터 전환된 H2WO4 내의 불순물 정제 공정이 필요하다. 이미 널리 알

려진 기존의 습식방법인 Na2WO4 수용액에 HCl(Aq)을 첨가하여 H2WO4(S)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불순물인 Na를 200 ppm 이하로

제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양이온 격막을 이용한 전기투석 공정을 통해 Na를 제거하

는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연구하였다. 폐 텅스텐 초경드릴 및 스크랩을 용해하기 위해 첨가되었던 Na2CO3(S)로 인한

H2WO4 수용액 내의 다량의 Na를 전기투석 공정을 통해 20 ppm 이내로 제거함으로써 전기투석법 이용 시 Na 제거 효과가 큼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 텅스텐산, 파라텅스텐산암모늄, 전기투석, 양이온, 격막, 재활용

Abstract

APT (Ammonium paratungstate) is widely used in various industries such as metal cutting tools, drill bits, mining tools, and

military inorganic materials. In order to produce high purity APT(S), an impurity purification step in an aqueous Na2WO4 con-

vert H2WO4 solution is required. It is difficult to remove impurity Na of 200 ppm or less when H2WO4(S) is prepared by adding

HCl(Aq) to an aqueous solution of Na2WO4, which is a well-known conventional wet method. However, in this study, a more

economical and efficient method of removing Na through electrodialysis using a cationic membrane was studied. A large amount

of Na in aqueous solution of H2WO4 due to Na2CO3(S) which was added to dissolve waste tungsten carbide drill and scrap was

removed to 20ppm or less through electrodialysis process,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effect of Na removal was great when

using electrodi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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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텅스텐은 지각 구성 물질 중에 1.25 mg/kg만이 존재

하여 아주 희소하지만, 수요는 높아 시장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물질이다. 이러한 텅스텐 소재는 전체 매장량

이 약 2,340,200톤이며 한해 공급량이 71,120톤이다.

중국에 약 81%가 매장되어 있고, 87%를 중국이 공급

하고 있어 중국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현실이다. 이러

한 폐 텅스텐 초경드릴 및 스크랩을 재생 텅스텐 소재

로 공급하고 이를 활용하여 소재화, 공구화를 함으로써

국내 텅스텐 소재의 생태계를 구축해야 하는 것은 반드

시 이뤄져야 할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단계의

공정을 거쳐야 한다1-3).

아래 Fig. 1-1과 1-2는 폐 텅스텐 초경드릴 및 스크

랩을 APT(S)로 제조하는 공정을 각각 나타낸 것이다.

두 공정의 공통점은 폐 텅스텐 초경드릴 및 스크랩을

800~900oC의 전기로에서 산화배소4)한 후에 분쇄 공정

을 거쳐 Na2CO3(S)를 첨가하여 Na2WO4 수용액으로

제조한다는 것이다. 이후 Fig. 1-1 공정은 이미 널리

알려진 습식법인 HCl(Aq)을 첨가하여 H2WO4(S)로 침

전시킨 후 여러 차례의 수세 공정을 통해 불순물인 Na

를 제거해야 한다. H2WO4(S)에 함유되어 있는 다량의

Na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다량의 세척수가 사용됨으로

써 폐수처리비용 및 소요시간이 증가함으로써 경제적이

지 못하며 주요 불순물인 Na가 200 ppm 이하로 세척

되지 않으므로 고순도 APT(S)를 제조함에 있어 큰 어

려움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폐 텅스텐 초경드릴 및 스크랩이 불순물이 없고 순도가

높을 때만 제한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양

이온 격막을 이용한 전기투석 공정인 Fig. 1-2를 적용

하였다. 전기투석 공정은 양극(+)과 음극(−)을 전해조

각각의 양극조와 음극조에 투입하고 경계에는 양이온

격막을 설치하여 전기적 힘을 가하면 음이온이 양극으

로, 양이온이 음극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이용한다5).

본 연구에서는 H2WO4(H2W10~12O32~40) 수용액 내의

불순물 Na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Na2WO4 수용

액을 양극조에 투입하여 양이온 불순물이 음극조로 이

동하게 하였다. 격막을 이용한 전기투석법은 다량의 불

순물인 Na 뿐만 아니라 소량의 양이온 불순물도 모두

정제할 수 있으므로 기준의 습식법과는 달리 Na 외 다

른 양이온 불순물도 제거할 수 있으므로 재이용할 수

있는 폐 텅스텐 초경드릴 및 스크랩의 범위가 넓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6). 또한 상대적으로 장비 규모를 최

소화 할 수 있으며 폐수가 거의 발생하지 않아 보다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으로 폐 텅스텐을 재이용 할 수

있다. 

2. 실험방법

Fig. 1-1. APT production 

process.

Fig. 1-2. Electrodialysis.

Table 1. Typical Characteristics (Cation MC-3470)

Widih
meters

inches

1.09

43

Length
meters

inches

3.1

122

Thickness mils 15

Exchange Capacity Meq/gm 1.4

Mullen Burst Test, min.
psi

bar

150

10.3

Area Resistance, Ohm/cm
0.1 N NaCl

1.0 N NaCl

25

10

Permselectivity
0.5 N NaCl/1.0 N

NaCl
96

Water Permeability ml/hr/ft2 @ 5 psi 25

Temperature Stability, max.
oC
oF

80

176

Chemical Stability, pH 1 to 10

Current Density, max. ampere/ft2 50

Ionic form, as shipped Sod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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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ations for the lines;

WO2/W E = -0.15-0.059 pH

WO4
−2/W E = 0.06-0.079 pH-0.010 log[WO4

2−]

WO4
−2/WO2 E = 0.48-0.118 pH+0.030 log[WO4

2−]

Isopolyanions E = 0.14-0.084 pH+0.005

/WO2 log[Isopolyanions]

WO3
·2H2O/WO2 E = 0.13-0.059pH

WO4
−2/ 7pH = 67.9+6log[WO4

2−]

Isopolyanions −log [Isopolyanions]

Isopolyanions/ 5pH = 1.7+log[Isopolyanions]

WO3·2H2O 

본 연구에 이용한 양이온 격막에 대한 특성은 다음

Table 1에 나타내었다.

다음 Fig. 2는 전기투석 공정에서 텅스텐(W)의 Eh-

pH diagram을 나타낸 것이다7). Fig. 2. Eh-pH diagram

을 보면 pH 9.1 이상에서 W이온은 WO4
−2가 용액으

로 존재하고, pH 0~9.1에서 W이온은 폴리머 형태로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pH 0 이하에서는

WO2·2H2O(S)로 침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

서는 전기투석 단계에서 W의 침전을 막기 위해 pH는

0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또한 APT(ammonium para-

tungstate)수용액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pH가 9.1 이상

유지 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Na2WO4 수용액으로부터 전환된 H2WO4

(H2W10~12O32~40) 수용액 내의 불순물 Na를 제거하여

고순도의 APT(S)를 제조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에 사

용된 Na2WO4 수용액은 산화배소를 통해 분쇄된 폐 텅

스텐 스크랩에 Na2CO3(S)를 첨가하여 제조하였다.

Na2CO3(S)가 다량으로 투입되기 때문에 Na2WO4 수용

액에는 다량의 불순물과 Na가 함유되어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된 Na2WO4 수용액을 ICP 분석을 통

해 아래 Table 2에 나타내었다. 주요 불순물로 Na가

대부분 이였으며 Co, Ca 등 소량의 양이온 불순물이

함유되어 있다. 

다음 Fig. 3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장비의 모식도이

며, Fig. 4는 Fig. 3을 제작한 pilot이다.

전해조 가운데 양이온 격막을 이용하여 음극과 양극

Fig. 2. Eh-pH diagram for W species.

Table 2. Chemical composition of Na2WO4(Aq) 

Unit Element
Na2WO4 

(Aq)-1

Na2WO4 

(Aq)-2

Na2WO4 

(Aq)-3

Concentration

(%)
W 16.76 15.03 15.78 

Impurity

(PPM)

Co 75 72 65 

Na 62700 43160 49550

Ca 260 256 245

Cr 10 11 8

Mn 2 3 3

Mg 8 9 8

Ce 5 1 1

Zn 9 22 11

Cd 1 3 4

K 8 6 9

Fig. 3. Schematic diagram of Electrodialysis divice.



68 강용호 ·현승균

J. of Korean Inst. Resources Recycling Vol. 26, No. 6, 2017

을 분리하였으며, 분리된 양극(+)조에는 Na2WO4 수용

액과 불용성 양극을 투입하였고, 음극(−)조에는

NaOH(2%) 수용액을 투입하고 불용성 음극을 투입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음극조와 양극조에는 각각 리시브

탱크를 연결하여 전해액이 펌프를 통해 순환될 수 있게

장치를 설치하였다. 

본 연구는 전압을 3, 5, 7V로 진행하였으며, 온도는

40~50oC로 유지하였다. 시간이 경과할수록 양극(+)조의

Na2WO4 수용액 내의 불순물 Na가 양이온 격막을 통

과하여 음극(−)조로 이동하는 현상을 확인하였다. 이는

수용액에 양전극(+)과 음전극(−)을 투입하고 전기적 힘

을 가하여 양이온이 음극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적용한

것이다. 

전기투석을 통해 양이온 불순물이 제거된 H2WO4

(H2W10~12O32~40) 수용액을 APT(S)로 제조하기 위해서

는 암모니아수(NH4OH)를 APT(Aq)에 투입하여 90oC

이상에서 감압농축 공정을 통해 제조하였다.

3. 실험결과 및 고찰

Na2WO4 수용액은 양이온 교환막이 설치된 전기투석

공정을 거쳐 불순물인 Na+ 및 금속 양이온이 음극조로

이동하므로 양극조 내 불순물 제거가 가능하다. 또한

Na2WO4 수용액은 위에서 제시된 양극조 내 반응에 의

해 H+이온이 증가하여 pH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되고,

pH 9.1이하에서 H2WO4 (H2W10~12O32~40)와 같은

조성으로 변화하게 된다. 이 때, 지속적인 H+증가로 인

해 Fig. 2에서 알려진 바와 같이 pH 0 이하에서

WO3·2H2O(s)로 조성이 변해 양이온 격막이 폐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NH4OH와 같은 염기성 용액으로

pH를 0 이하로 감소하지 않도록 유지하였다. 각각의 양

극(+)조와 음극(−)조에서의 반응은 아래와 같이 정리하

였다.

A. Anode reaction은 다음과 반응이 진행되었다.

 1) 2H2O → O2 + 4H+ + 4e−

 2) Na2CO3 → 2Na+ + CO3
2−

 3) Na2WO4 → 2Na+ + WO4
2− 

 4) 2H+ + WO4
2− → H2WO4 (H2W10~12O32~40) 

(pH 10-2)

 5)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pH가 지속적으로

낮아짐. 물 분해에 따른 용액의 수위가 저하. 

 6) Na+, H+ ion은 Cathode로 이동

B. Cathode reaction은 다음과 같이 반응이 진행 되

었다.

 1) 4H2O + 4e− → 2H2 +4OH-−

 2) NaOH → Na+ + OH− 

 3) 2Na+ + 3OH− + H+ → 2NaOH + H2O 

 4) pH가 지속적으로 상승, 물 생성으로 인한 용액

수위가 상승.

Fig. 5는 볼트의 전압을 다르게 주었을 때 양극조 내

Na가 감소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림이다. 

양극조 내 H2WO4 (H2W10~12O32~40)는 Fig. 5와 같

이 전압(V)에 따라 Na가 제거되는 시간은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3V로 진행했을 경우 약 30시간이 지난 후에

Na가 20 ppm 이내로 제거되었으며, 5V로 진행하였을

경우에는 약 21시간, 7V로 진행하였을 경우 약 18시간

Fig. 4. Electrodialysis bath pilot.

Fig. 5. Sodium removal time by vol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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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난 후에 Na가 20 ppm 이내로 제거되는 것을 확

인하였다.

이 실험결과 전기투석 공정을 이용하여 양극조 내

Na2WO4은 H2WO4 (H2W10~12O32~40)로 조성이 변함과

동시에 불순물인 Na을 20 ppm 이하로 제거할 수 있

음을 알 수 있었으며, 또한 V 가 증가할수록 강한 기

전력에 의해 Na의 제거속도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이 실험의 재현성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

하였으며, 전류효율 및 시간을 고려하여 추가 연구는

5V로 고정하였다.

Table 3은 전압 5V에서 양극조 내 전기투석공정 전

Na2WO4 수용액의 총 불순물 및 전기투석 공정 후

H2WO4 (H2W10~12O32~40)내 총 불순물을 나타낸 표이다.

재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총 3회에 걸쳐 연구를 진행

하였다. ICP 분석결과를 보면 Na2WO4 내 존재하는 주

요 불순물인 Na, Co, Ca 등은 전기투석공정을 거쳐

H2WO4 (H2W10~12O32~40)에서 대부분 제거되었으며, Na

은 20 ppm 이하로 총 불순물은 50 ppm 이하의 고순

도로 정제가 가능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때 W의 함

량이 소폭 증가한 것은 양극조 내 온도 및 이온의 이

동에 의해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추가적으로 양극(+)조의 Na2WO4 수용액 내의 Na와

같은 양이온 불순물이 양이온 격막을 통과하여 음극

(−)조로 넘어가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3시간 마다 양

극(+)조의 Na2WO4수용액으로부터 전환된 H2WO4

(H2W10~12O32~40)(Aq) 수용액 샘플을 채취하여 ICP 분

석을 진행하였다. 

Table 4-1, 4-2, 4-3은 전기투석 시 시간의 경과에

따른 양극(+)조 내의 주요 양이온 불순물인 Co, Na 및

Ca의 농도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Table 4-1의 결과를 보면 불순물을 대부분을 차지하

는 Na+ 및 Ca2+가 우선적으로 제거되고, Na+ 이온이

약 10000 ppm 이하에서 Co2+ 이 제거되기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Fig. 6-1, 6-2, 6-3결과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Na2WO4수용액으로부터 전환된 H2WO4

(H2W10~12O32~40)(Aq) 수용액 내의 불순물 Na가 20

Table 3. Chemical composition of Na2WO4(Aq) and H2WO4 (H2W10~12O32~40)(Aq)

Unit Sample

Na2WO4

(Aq)-1

before

H2W10~12O32~40

(Aq)-1

after

Na2WO4

(Aq)-2

before

H2W10~12O32~40

(Aq)-2

after

Na2WO4

(Aq)-3

before

H2W10~12O32~40 

(Aq)-3

after

Concent-ration

(%)
W 16.76 17.25 15.03 16.89 15.78 17.11

Impurity

(PPM)

Co 75 15 72 8 65 5

Na 62700 12 43160 5 49550 6

Ca 260 trace 256 trace 245 trace

Cr 10 2 11 trace 8 trace

Mn 2 trace 3 trace 3 trace

Mg 8 trace 9 trace 8 trace

Ce 5 trace 1 trace 1 trace

Zn 9 1 22 7 11 2

Cd 1 trace 3 trace 4 trace

K 8 2 6 1 9 trace

Table 4-1. Chemical composition of H2WO4 (H2W10~12O32~40)(Aq)

Element Unit 0 hour 3 hour 6 hour 9 hour 12 hour 15 hour 18 hour 21 hour

Co

PPM

75 73 63 56 35 21 19 15

Na 62700 35964 12896 5623 1563 942 386 12

Ca 260 128 20 2 trace trace trace tr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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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m 이내로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결과에서 Na의 함량에 따라 공정시간이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초기 Na의 함량이 높으면 Na제거를

위한 전기투석공정 시간이 높으며, Na의 함량이 낮으면

전기투석공정 시간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Na이 20 ppm 이하로 감소하였을 때 다른 미량의 불순

물들 또한 대부분 제거가 된 것을 보아 공정시 Na의

함량을 기준으로 공정시간을 예측할 수 있었다.

다음 공정으로 Na를 포함한 양이온 불순물이 모두

20 ppm 이하로 제거된 H2WO4 (H2W10~12O32~40)(Aq)

수용액에 NH4OH를 첨가하여 APT(Aq)제조하고,

APT(Aq)를 90oC 이상의 온도에서 300~800 mbar의

압력을 가하여 APT(s) 결정을 침전시켰다. 감압농축 후

고액분리 및 건조하여 APT(S)를 제조하였다.

Table 5는 제조된 APT(s)의 함량을 ICP로 분석하여

나타낸 것이며, Fig. 7은 제조된 APT(s)를 나타낸 그림

이다. Fig. 7을 보면 제조된 APT(s)는 백색의 결정의

Table 4-2. Chemical composition of H2WO4 (H2W10~12O32~40)(Aq)

Element Unit 0 hour 3 hour 6 hour 9 hour 12 hour 15 hour 18 hour 21 hour

Co

PPM

72 58 32 22 19 15 11 8

Na 43160 11544 9856 4322 1611 489 20 5

Ca 256 135 31 3 trace trace trace trace

Table 4-3. Chemical composition of H2WO4 (H2W10~12O32~40)(Aq)

Element Unit 0 hour 3 hour 6 hour 9 hour 12 hour 15 hour 18 hour 21 hour

Co

PPM

65 49 30 24 17 10 8 5

Na 49550 12562 8894 3256 598 165 12 6

Ca 245 118 15 trace trace trace trace trace

Fig. 6-1. Sodium concentration with time.

Fig. 6-2. Sodium concentration with time.

Fig. 6-3. Sodium concentration with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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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체인 것을 알 수 있다. APT(s)의 성분은 W함량

66~68%이며, 주요 불순물로 Na 15~20 ppm, Co 9~15

ppm 및 Ca 3~7 ppm 등으로 총 불순물 50 ppm 이하

의 고순도 APT(s)가 제조된 것을 알 수 있다.

4. 결 론

Na를 포함한 다량의 양이온 불순물을 함유하고 있는

Na2WO4(Aq)로부터 전기투석법을 이용하여 전환된

H2WO4 (H2W10~12O32~40)(Aq)을 사용하여 고순도의

APT(S)를 회수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다량의 Na와 같은 양이온 불순물을 함유하고 있

는 H2WO4 (H2W10~12O32~40) 수용액은 전기투석법을

이용하여 Na를 초기 약 40,000~60,000 ppm에서 20

ppm 이내로 제거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2) 정제된 APT(aq) 수용액을 감압 농축하여 APT(S)

를 제조한 결과 불순물은 모두 20p pm 이내로 제거되

어 99.98% 이상의 고순도의 APT(S)가 제조된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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