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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알칼리화합물과의 기계화학반응을 통해 산화물로부터 텅스텐(W)과 바나듐(V) 성분의 수 침출 특성을 조사하였다. 기계화학반응

은 알칼리화합물의 혼합율과 분쇄시간을 변화시키면서 실시하였고, 그 결과, 수용성 용해특성의 Na2WO4와 NaVO3가 각각 생성되

었으며 수 침출에 의한 W, V의 침출특성은 알칼리화합물의 혼합율과 분쇄시간에 비례하여 증가하였다. 99% 이상의 침출율은 각각

30분 (W), 5 분 (V)의 짧은 기계화학적 처리를 통하여 달성되었다. 이러한 기계화학적 처리를 통하여 텅스텐, 바나듐산화물로부터

수 침출에 의한 추출이 가능하였고, 이 공정은 탈질촉매로부터 텅스텐, 바나듐의 선택적 회수에 적용될 수 있다. 

주제어 : 텅스텐, 바나듐, 탈질 폐촉매, 기계화학반응, 수 침출

Abstract

Water leaching of tungsten(W) and vanadium(V) was researched from their oxides through mechanochemical (MC) reaction

with alkali compounds. Intensive grinding for the mixture of tungsten/vanadium oxide and alkali compounds (NaOH, Na2CO3)

was carried out with change of their mixing ratios and grinding duration. Water soluble compounds, Na2WO4 and NaVO3, were

synthesized through MC reaction and their solubilities increased in proportion to the mixing ratio of sodium compound and

grinding times. Whereas vanadium leachability was less affected by the mixting ratio and grinding times. The leachabilities of

99.0% were accomplished by a short period of MC treatment, W (30 min.) and V (5 min.). This process enable us to extract

W and V from their oxides via a water leaching, and can be applied to the selective recovery of W and V from DeNOx spent

catalysts.

Key words : tungsten, vanadium, DeNOx spent catalyst, mechanochemical reaction, water leaching

1. 서 론

탈질촉매는 선택적 촉매 환원(SCR,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공정에서 질소산화물(NOx)의 감소를 위해 사

용되는 촉매이며, 폐기물로 발생하는 탈질 폐촉매에는

텅스텐(W), 타이타늄(Ti), 바나듐(V), 알루미늄(Al),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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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Si) 등의 유가금속이 포함되어 있다1). 열 병합 및

화력 발전소, 화학 플랜트 등의 산업시설 및 선박, 자동

차와 같은 고온의 연소 반응이 일어나는 운송수단에서

는 일반적으로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다이옥신류 등과

같은 유해한 물질이 대기 중으로 배출된다. 이 유해 물

질 중 질소산화물을 선택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방법으

로 선택적 촉매 환원법이 주로 사용된다2).

질소산화물 배출 제한을 위한 정부의 주요 정책에는

배출 시설을 지정하고 이들 시설에서 배출되는 허용기

준을 명시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규칙 제 2조는 질소산화물을 대기오염물질로 규정하고,

법 제 8조 및 시행규칙 제 12조는 배출시설별로 허용

기준을 정하고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지구

온난화의 문제가 대두되어 대기오염 방지 및 규제가 강

화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이에 대응하여 대기 환경법

을 더욱 강화하는 중이고, 이에 따라 SCR 사용량 증가

와 탈질 폐촉매의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3).

탈질 폐촉매 내에는 이산화티타늄(TiO2, 70 ~ 80

wt%), 산화텅스텐(WO3, 5 ~ 12 wt%), 오산화바나듐

(V2O5, 1 ~ 5 wt%)의 유가금속과 소량의 중금속 및

탄화수소 등이 존재한다4). 이러한 탈질 폐촉매를 회수

한 후, 재생공법을 통해 더 이상 재생되지 않으면 지정

폐기물로 지정되어 폐기된다. 연간 약 9,600 m3의 탈질

폐촉매가 발생되고, 이를 중량으로 계산하면 1 m3당 약

1.2 톤으로 약 11,000 톤의 탈질 폐촉매가 발생된다.5)

이 중 재제조를 통해 재사용되는 양은 1,400 톤이며,

매립양은 약 9,600 톤으로 추정된다. 또한 탈질 폐촉매

에는 텅스텐, 바나듐 등의 유가금속이 함유되어 있으나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가 미미하여 현재까지는 탈질 폐

촉매로부터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업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중 유가금속인 텅스텐과 바나듐 성분은

SCR 탈질 촉매 원료 가격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

으므로 재활용을 통한 유가금속 회수가 필요한 상황

이다6).

SCR 탈질 폐촉매로부터 유가금속 회수에 대한 연구

는 국내 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전무한 실정이며, 탈

질 폐촉매와 관련된 연구는 폐기물과 처리비용을 줄이

기 위한 목적으로 활성기능이 저하된 촉매를 물리화학

적으로 재생하는 수준이다7). 또한 전 세계적으로도 탈

질 폐촉매의 재생에 대한 연구와 공정 개발만 진행되고

있을 뿐, 물질 회수에 관한 재활용 연구 및 상용화 실

적은 거의 없는 상태이다8).

이에 본 연구에서는 탈질 폐촉매로부터 텅스텐과 바

나듐을 선택적으로 회수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써, 시약

급의 WO3와 V2O5를 출발원료로 사용하여 두 종류의

알칼리화합물(NaOH, Na2CO3)과 혼합분쇄를 실시하였

고, 혼합비, 분쇄시간 및 수 침출 시간을 변화시켜 두

성분(W, V)의 최적 침출조건을 도출하였다. 

2. 실험원료 및 방법

실험에 사용된 출발원료는 시약급의 산화텅스텐(WO3,

tungsten oxide, 99%, KANTO)과 산화바나듐(V2O5,

vanadium oxide, 99%, JUNSEI)을 사용하였다. 또한

알칼리 성분의 시약은 수산화나트륨(NaOH, sodium

hydroxide, 98%, DAEJUNG)과 탄산나트륨(Na2CO3,

sodium carbonate, 99.8%, JUNSEI)을 사용하였다.

기계화학반응 시 반응성 향상을 목적으로 출발원료를

건식 체분리(dry sieving)하였으며, 325 mesh (45 µm)

이하의 입도만을 혼합원료로 사용하였다. 식 (1) ~ (4)

와 같은 반응식에 기초하여 몰비별로 혼합하였으며,

몰비는 W:Na = 1:2와 V:Na = 1:2를 기준으로 알칼리성

분인 NaOH와 Na2CO3의 혼합량을 줄이면서 혼합하였

다9-10).

WO3 + 2NaOH = Na2WO4 + H2O (1)

WO3 + Na2CO3 = Na2WO4 + CO2 (2)

V2O5 + 2NaOH = 2NaVO3 + H2O (3)

V2O5 + Na2CO3 = 2NaVO3 + CO2 (4)

혼합된 시료를 대상으로 기계화학반응을 수행하였으

며, 기계화학반응은 유성밀(planetary mill, purverisette-

7, Fritsch, Germany)을 사용하였다. 두 개의 지르코니

아 재질의 포트(내적: 45 cc)에 분쇄원료 4 g과 직경

15 mm의 지르코니아 볼 7 개를 투입한 후, 700 rpm

의 분쇄속도로 고정하여 유성밀에 장착하였고, 분쇄시

간(5, 10, 30, 60, 120 분)을 변화시키면서 진행하였다.

기계화학반응 후 생성된 반응 생성물을 수 침출

(water leaching)하였으며, 수 침출은 3차 증류수

(distilled water)를 이용하여 상온(25oC), 슬러리농도(10

g/L) 조건에서 침출시간(5 초 ~ 1 시간)별 실험을 진행

하였다. 수 침출 후 고액 분리하여 분리된 침출용액을

유도결합 플라즈마 분광기(ICP)로 분석함으로써, 텅스

텐(W)과 바나듐(V)의 정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침출율

을 계산하기 위해 침출 후 잔사(residue)를 105oC에서

2 시간 건조 후, 완전용해 처리하여 ICP를 통해 정량

분석하였다(Fig. 1).



알칼리화합물과 텅스텐 /바나듐산화물의 기계화학반응을 이용한 수 침출 연구 59

자원리싸이클링 제 27권 제 4호, 2018

침출율은 식 (5)를 이용해 계산하였다. 여기서, LW,V

은 W과 V의 침출율을 나타내며, WA는 고액 분리 후

여과액의 원소 함량, WB는 고액 분리 후 침출잔사를

완전용해 후 분석된 원소 함량을 나타낸다.

(5)

반응 생성물의 성상은 고분해능 X-선 회절기

(HRXRD, High Resolution X-ray Diffraction, X'pert-

Pro MPD, PANalytical, Netherlands)를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W과 V 성분에 대한 정량분석은 유도결합플라

즈마 분광기(ICP, Inductively Coupled Plasma Spectro-

meter, OPTIMA 7300DV, Perkinelmer, USA)를 사용

해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WO3의 기계화학반응

Fig. 2와 3은 식 (1)과 (2)와 같은 반응식에 기초한

WO3:NaOH = 1:2와 WO3:Na2CO3 = 1:1의 분쇄시간별

XRD 분석결과이다. NaOH와 기계화학반응에서는 분쇄

시간 10 분부터 반응 생성물인 Na2WO4와 Na2WO4·2H2O

를 확인하였지만, 분쇄 원료인 WO3의 피크가 확인되어

반응이 모두 일어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30 분 이후

부터 WO3의 피크가 사라지고, 수 침출이 가능한

L
W V,

%( ) = 
W

A

W
A

W
B

+
------------------ × 100

Fig. 1. The flow chart of this study.

Fig. 2. XRD patterns of the mixture(WO3:NaOH=1:2.0)

with a change of the grinding time ((a) as- received

WO3, (b) 10 min, (c) 30 min, and (d) 60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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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2WO4와 Na2WO4·2H2O가 생성됨을 확인하였다. 또

한, Na2CO3와 기계화학반응에서는 분쇄시간 10 분 만

에 Na2WO4가 생성되었지만, WO3의 피크가 함께 확인

되어 모든 반응이 완료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분

쇄시간을 증가시켜 60 분 분쇄 후에도 WO3의 피크가

존재함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Na2CO3와의 반응률이

NaOH보다 작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분쇄시간에 따

른 몰비별 침출 실험을 진행하였다.

Na2WO4와 Na2WO4·2H2O는 물의 용해도가 큰 물질

로써 반응 효과를 정량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반응 생성

물을 침출시간 1 시간으로 고정하여 수 침출하였으며,

WO3:NaOH = 1:x (x = 1.0, 1.5, 2.0)에 따른 분쇄시간

(5, 10, 30, 60, 120 분)별 W의 침출율을 확인하였다

(Fig. 4(a)). NaOH의 첨가량이 증가하고, 분쇄시간이 증

가할수록 W의 침출율이 증가하였다. NaOH의 첨가량

이 1.0 몰비일 경우, 분쇄시간 120 분에서 W 침출율

71.9%를 확인하였고, 1.5 몰비일 경우, 분쇄시간 120

분에서 93.0%의 W 침출율을 확인하였다. 몰비

(WO3:NaOH = 1:2)로 혼합하여 분쇄를 하지 않았을 경

우 W 침출율은 54.1%였으며, 30 분 동안 분쇄할 경

우 최대 침출율인 99.0%를 확인하였다. 이는 고강도

분쇄를 통해 기계화학반응이 이루어짐에 따라 물에 용

해가 가능한 반응 생성물이 생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

한, Fig. 4(b)는 WO3:Na2CO3 = 1:x (x = 1.0, 1.5, 2.0)

에 따른 분쇄시간(5, 10, 30, 60, 120 분)별 W의 침

출율이다. Na2CO3의 첨가량에 따른 침출율의 변화는

미미하였고, 분쇄시간이 증가할수록 W의 침출율이 증

가하였다. 분쇄를 하지 않았을 경우 W 침출율은

30.0% 이하였으며, 분쇄시간 120 분에서 모든 몰비의

최대 침출률은 92.0%로 확인하였다.

Fig. 5(a)는 몰비(WO3:NaOH = 1:2)로 고정한 후, 분

쇄시간 0 분과 30 분에서 회수한 반응 생성물의 침출

시간(5 초 ~ 1 시간)별 W 침출율이다. 분쇄시간 0 분

의 경우 침출시간 10 분부터 W의 침출율이 증가하였

으며, 최대 침출시간 1 시간에서 49.4%의 W 침출율을

확인하였다. 분쇄시간 30 분의 경우 W 침출율이 초기

Fig. 3. XRD patterns of the mixture(WO3:Na2CO3=1:1)

with a change of the grinding time ((a) WO3, (b) the

mixture ground for 10 min, (c) 30 min, and (d) 60

min).

Fig. 4. Leachability of tungsten with a change of the mixing ratio of WO3:NaOH and WO3:Na2CO3 from the mixture ground

for 5 to 120 minutes (pulp density: 10 g/L, leaching duration: 60 min, and room temperature).



알칼리화합물과 텅스텐 /바나듐산화물의 기계화학반응을 이용한 수 침출 연구 61

자원리싸이클링 제 27권 제 4호, 2018

에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침출시간 30 분

부터 최대 침출율 99.0%를 확인하였다. 이는 분쇄를

하였을 경우 기계화학반응으로 생성된 Na2WO4가 수

침출된 것으로 판단되고, 분쇄를 하지 않았을 경우

WO3가 NaOH 수용액에 의해 침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Fig. 5(b)는 몰비(WO3:Na2CO3 = 1:1)로 고정한

후, 분쇄시간 0 분과 120 분에서 회수한 반응 생성물

의 침출시간(5 초 ~ 1 시간)별 W 침출율이다. 분쇄시

간 0 분의 경우 침출시간 10 분부터 W의 침출율이

증가하였으며, 최대 침출시간 1 시간에서 33.2%의 W

침출율을 확인하였다. 분쇄시간 120 분의 경우 W 침출

율이 초기에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침출시

간 5 분부터 최대 침출율 92.0%를 확인하였다.

3.2. V2O5의 기계화학반응

Fig. 6과 7은 식 (3)과 (4)와 같은 반응식에 기초한

Fig. 5. Grinding effect on the leachability of tungsten via water leaching at room temperature (pulp density: 10 g/L).

Fig. 6. XRD patterns of the mixture (V2O5:NaOH=1:2.0)

with a change of the grinding time ((a) as-received

V2O5, (b) the mixture ground for 10 min, (c) 30 min,

and (d) 60 min).

Fig. 7. XRD patterns of the mixture (V2O5:Na2CO3=1:1.0)

with a change of the grinding time ((a) as-received

V2O5, (b) the mixture ground for 10 min, (c) 30 min,

and (d) 60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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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O5:NaOH = 1:2와 V2O5:Na2CO3 = 1:1의 분쇄시간별

XRD 분석결과이다. NaOH와 기계화학반응에서는 분쇄

시간 10 분부터 반응 생성물인 NaVO3가 존재함을 확

인하였다. 또한, Na2CO3와 기계화학반응에서는 분쇄시

간 10 분에서 V2O5만 확인되었지만, 분쇄시간을 증가

하여 60 분에서는 NaVO3만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로

써 NaOH와 기계화학반응 생성물이 Na2CO3보다 짧은

분쇄시간에서 물에 용해 가능한 NaVO3로 반응이 완료

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후 분쇄시간에 따른 몰비별 침

출 실험을 진행하였다.

NaVO3는 물의 용해도가 큰 물질로써 반응 효과를

정량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반응 생성물을 침출시간 1

시간으로 고정하여 수 침출하였으며, V2O5:NaOH =

1:x (x = 1.0, 1.5, 2.0)에 따른 분쇄시간(5, 10, 30, 60,

120 분)별 V의 침출율을 확인하였다(Fig. 8(a)).

V2O5:NaOH = 1:1.0, 1.5의 몰비에서는 분쇄시간 5 분

에서 최대 침출율을 확인하였지만, 분쇄시간이 증가할

수록 침출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V2O5:

NaOH = 1:2의 몰비에서는 모든 분쇄시간에서 최대 침

출율인 99.0%를 확인하였다. 반면, 분쇄를 하지 않았을

Fig. 8. Leachability of vanadium with a change of the mixing ratio of V2O5:NaOH and V2O5:Na2CO3 from the mixture ground

for 5 to 120 minutes (pulp density: 10 g/L, leaching duration: 60 min, and room tempearture).

Fig. 9. Grinding effect on the leachability of vanadium via water leaching at room temperature (pulp density: 10 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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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도 침출율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V2O5

가 물의 용해도(8.0 g/L, 20oC)가 있는 화합물로 분쇄

를 하지 않아도 물에 용해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Fig. 8(b)는 V2O5:Na2CO3 = 1:x (x = 1.0, 1.5, 2.0)에

따른 분쇄시간(5, 10, 30, 60, 120 분)별 V의 침출율

이다. Na2CO3의 첨가량에 따른 침출율의 변화는 미미

하였고, 모든 몰비에서 분쇄시간 5 분부터 98.0% 이상

의 침출율을 확인하였다. 이는 V2O5가 Na2CO3 수용액

에 용해된 것으로 판단된다.

Fig. 9(a)는 몰비(V2O5:NaOH = 1:2)로 고정한 후, 분

쇄시간 0 분과 5 분에서 회수한 반응 생성물의 침출시

간(5 초 ~ 1 시간)별 V 침출율이다. 분쇄시간과 상관

없이 V 침출율이 초기에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

으며, 최대 침출율 99.0%를 확인하였다. 또한, Fig.

9(b)는 몰비(V2O5:Na2CO3 = 1:1)로 고정한 후, 분쇄시간

0 분과 60 분에서 회수한 반응 생성물의 침출시간(5 초

~ 1 시간)별 V 침출율이다. 분쇄시간 0 분의 경우 침

출시간이 증가할수록 V의 침출율이 증가하였으며, 최대

침출시간 1 시간에서 88.6%의 V 침출율을 확인하였다.

분쇄시간 60 분의 경우 침출시간과 상관없이 최대 침

출율 99.0%를 확인하였다.

4. 결 론

탈질 폐촉매 내 존재하는 W과 V을 회수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써, 시약급의 WO3 및 V2O5와 알칼리 성분

NaOH 및 Na2CO3를 각각 혼합하여 기계화학반응한 후,

25oC, 10 g/L 조건에서 수 침출을 진행하였다. 기계화

학반응처리 결과로부터 W과 V의 침출율이 향상되는 주

요 조건을 확인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1) WO3와 NaOH의 몰비 1:2 혼합분쇄의 경우, 분쇄

시간 30분에 출발물질 WO3 의 모든 피크가 사라졌으

며, 이 때 모든 피크는 반응생성물인 Na2WO4와

Na2WO4·2H2O로 확인되었다. 반면에 WO3 와 Na2CO3

의 몰비 1:1 혼합분쇄의 경우, 분쇄시간이 증가함에 따

라 출발물질 피크강도 감소와 새로운 Na2WO4 피크 생

성 및 증가가 관찰되었으나 60분 분쇄에도 불구하고

WO3 피크가 남아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WO3와

Na2CO3의 기계화학적 반응성이 NaOH에 비하여 낮아

서 60분 분쇄조건에서도 완전한 반응까지 도달하지 못

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2) 알칼리화합물 혼합비, 분쇄시간에 따른 침출율 변

화를 조사하기 위하여, WO3:NaOH 및 WO3:Na2CO3를

각각 1:1.0 ~ 2.0, 5 ~ 120분까지 분쇄한 시료에 대해

수 침출을 진행하였다. NaOH 혼합물의 경우, 혼합비가

증가할수록 또한 분쇄시간이 증가할수록 W의 침출율이

증가하였고, 혼합비 1:2.0의 경우 분쇄시간 60분에서 침

출율 99.3%를 달성하였다. 반면에 Na2CO3 혼합물의 경

우, 분쇄시간 증가에 따라 침출율은 상승하였으나 혼합

비 상승효과는 거의 없었으며, 오히려 최대 침출조건은

혼합비 1:1.0, 분쇄시간 120분에서 96.1%를 나타내었다.

3) V2O5:NaOH = 1:2.0와 V2O5:Na2CO3 = 1:1.0의 분

쇄시간에 따른 기계화학반응을 분석한 결과, NaOH 혼

합물의 경우 분쇄시간 10분부터 모든 피크가 반응 생

성물인 NaVO3 피크와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Na2CO3 혼합물의 경우는, 분쇄시간 10분까지는 거의 반

응이 일어나지 않았으나 분쇄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반

응이 점차 진행되었고 60분 분쇄한 혼합물에서는 모든

피크가 NaVO3 피크와 일치하였다. 이는 앞서 언급한

WO3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NaOH가 Na2CO3에 비하여

훨씬 우수한 기계화학적 반응성을 나타낸 결과라고 판

단된다. 

4) 분쇄혼합물로부터 V의 수 침출 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V2O5:NaOH 및 V2O5:Na2CO3를 각각 1:1.0

~ 2.0, 5 ~ 120분 분쇄한 시료에 대해 수 침출을 진

행하였다. V2O5:NaOH = 1:1.0 ~ 1.5의 조건에서는, 분

쇄시간 5 분에서 최대 침출율을 확인하였지만, 분쇄시

간이 증가할수록 침출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V2O5:NaOH = 1:2.0의 몰비에서는 5분 분쇄한 혼합물에

서도 침출시간 5 분이내에 99.0% 이상의 침출이 달성

되었으며, 모든 분쇄시간에서 최대 침출율인 99.0%를

확인하였다. 또한 V2O5:Na2CO3 혼합물의 경우도 기계

화학적 반응율에 상관없이 5분 분쇄한 시료에서 침출시

간 5분 이내에 99.5% 이상의 침출율이 확인되었다. 이

는 V2O5 의 상온에서의 물 용해도(8.0 g/L, 20oC)가

높기 때문에 기계화학적 반응에 의한 NaVO3 생성과 상

관없이 침출된 결과라고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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