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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텅스텐은 고융점금속으로 주로 초경합금으로 사용되고 있다. 알칼리용액에서 텅스텐은 WO4

2-로 존재하는데 용액의 pH가 감소함

에 따라 중합반응이 일어나며 텅스텐산으로 침전된다. 따라서 원광석 및 2차 자원으로부터 텅스텐 회수를 위한 습식 제련 기술은

산침출과 알칼리침출로 대별된다. 2차 자원에 함유된 금속의 종류와 함유량 및 텅스텐의 소재화를 고려해서 2차 자원으로부터 텅

스텐을 고순도로 회수하기 위한 공정을 선택해야 한다.

주제어 : 텡스텐, 초경합금, 습식 제련, 회수

Abstract

Tungsten is a metal with high melting point and used as a raw material for the production of super alloys. Tungsten exists

as WO4

2− in alkaline solution. As solution pH decreases, polymerization reaction of WO4

2− occurs to result in the precipitation

of tungstic acid. The hydrometallurgical process for the recovery of tungsten from ores or secondary resources can be classified

as acid and alkaline leaching. In selecting a process for the recovery of pure tungsten from secondary resources, the nature and

concentration of impurities in the secondary resources and the manufactured tungsten materials should be considered.

Key words : Tungsten, super alloys, hydrometallurgy, recovery

1. 서 론

텅스텐은 대표적인 고융점 금속으로 주용도는 초경합

금이 60%, 철강 첨가 등 첨가 원소용으로 24%, 금속

텅스텐 및 그 합금용으로 14%가 사용 된다1). 초경합금

재료로 사용되고 있는 WC-Co계 초경 재료는 우수한

화학적, 물리적 성질로 인해 절삭 공구, 금속 몰드, 내

마모성 재료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현재 WC-Co

계 초경 재료의 소비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원광석으로부터 효율적인 회수를 위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텅스텐 수요의 증가는 원광석 가격의 지속적 상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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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기했다. 따라서 텅스텐 2차 자원은 중요 텅스텐 자원

으로 간주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텅스텐 원료의 대부

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최대 텅스텐 자원 보유국

인 중국이 텅스텐 원재료의 공급과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친다1-3). 국내 소재산업에서 텅스텐의 수요를 충족시

키기 위해서는 초경 스크랩과 같은 2차 자원으로부터

고순도 텅스텐의 회수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

서는 텅스텐을 함유한 원광석 및 2차 자원으로부터 습

식 제련을 통한 텅스텐의 회수 공정에 대해 조사했다. 

2. WC-Co계 초경합금 재료의 제조 동향

초경공구는 WC를 중심으로 한 금속 탄화물과 철족

전이 금속인 코발트, 니켈 및 철을 원료로 삼아 분말야

금법으로 제조한 절삭공구이다. WC 초경합금 재료는

육방정계 결정구조를 가지며 녹는점이 3,173 K로 고융

점 재료이다. 밀도는 15.6 g/cm3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초경합금 재료보다 고밀도이다. WC 초경합금 재료와

같은 탄화물 재료는 융점이 높고 큰 결합에너지로 인해

융해가 어렵다. 따라서 분말상으로 소성한 다음 소결법

으로 초경합금 재료를 제조한다. WC계 초경 재료의 바

인더로 코발트와 니켈이 주로 사용된다. 코발트와 니켈

은 초경합금에서 WC 입자들 사이에 위치해 입도를 조

절하고 물리적 성질을 향상시킨다. WC-Ni계 초경 재료

의 인성은 WC–Co계보다 작지만 비자성이다. 따라서

WC-Ni계 초경 재료는 비자성이 요구되는 특수 금형 재

료로 많이 사용된다. WC–Co계 초경합금은 고속도 공

구강이나 합금 공구강에 비해 고강도, 고강성, 고경도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프레스가공, 인발가공 등의 내

마모 공구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텅스텐 초경합금의 미

세조직을 제어한 초미립 초경합금, 기계화학적 성질을

개선하기 위해 루테늄을 첨가하는 WC-Co-Ru계 합금

개발에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4-9).

3. 원광석 및 2차 자원으로부터 텅스텐 습식

제련

텅스텐 원광석 종류, 물성 그리고 결정 구조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회중석(CaWO4)과 철 망간중석(Fe,

Mn·WO4)은 텅스텐 원광석 중 텅스텐 제련을 위해 가

장 많이 사용되는 원광석이다. 회중석과 철 망간중석으

로부터 텅스텐을 추출하기 위한 습식 제련 공정도와 특

징을 Fig. 1과 Table 2에 나타냈다. 또한 수용액의 pH

변화에 따른 텅스텐 화학종 농도변화를 Fig. 2에 나타

냈다10,11). Fig. 1에 따르면 원광석으로부터 텅스텐 습식

제련 기술은 산 처리 방법과 알칼리 처리로 구분된다.

Fig.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알칼리용액에서는 텅스텐이

WO4
2-로 존재하지만, 산성용액에서는 중합반응으로 인

해 복잡한 구조를 지닌 중합체로 존재한다. 산처리시에

는 불순물을 침출시키고 텅스텐을 침전시키는 반면, 알

칼리 처리법은 텅스텐을 침출시킨 다음 잔사로부터 텅

스텐을 분리한다.

회중석을 무기산으로 침출하면 낮은 pH에서 형성되

는 텅스텐산(H2WO4, Tungstic acid) 침전물을 형성한

다. 따라서 텅스텐산을 여과, 건조 후 다음 암모니아

용액에서 결정화시켜 파라텅스텐산암모늄((NH4)10-

(H2W12O42)·4H2O, Ammoium ParaTungstate)형태로 텅

스텐을 회수 한다11,12). 또한 수산화나트륨이나 탄산나

트륨으로 텅스텐 원광석을 배소시키면 물에 가용성인

텅스텐산나트륨(Na2WO4, Sodium tungstate)을 형성하

므로 고온에서 물로 침출한다. 이때 텅스텐과 함께 용

해된 다른 금속이온들은 용매추출이나 이온교환으로 분

Table 1. Properties of the tungsten minerals

Name Formula
Tungsten content

(WO3%)
Appearance (Colour and lustre) Crystal structure

Feberite FeWO4 76.3 Black, sub-metallic to metallic Monoclinic

Wolframite (Fe,Mn)WO4 76.5 Dark grey to black, sub-metallic to metallic Monoclinic

Hubnerite MnWO4 76.6 Red-brown to black, sub-metallic to adamantine Monoclinic

Scheelite CaWO4 80.6

Pale yellow to orange, green to dark brown, pinkish-tan, 

dark blue to black, white or colourless, vitre-ous or 

resinous

Tetragonal

Stolzite PbWO4 50.9
Reddish-brown to yellow-green, sub-adamantine to 

resinous
Tetrag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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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해 고순도의 텅스텐을 회수한다11,13).

텅스텐 2차 자원으로는 텅스텐 제조 공정 중 발생하

는 스크랩과 텅스텐 초경합금 WC-Co이 대표적이다. 텅

스텐 초경합금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WC-Co계

초경합금 재료의 주성분은 텅스텐, 코발트와 탄소이다.

WC-Co계 초경합금 스크랩에 습식 제련 공정을 적용하

면 텅스텐과 코발트를 분리해 고순도 금속분말 제조가

가능하다. 또한 다른 회수 공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

은 온도에서 산이나 알칼리 처리 공정을 통해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에너지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WC-Co

계 초경합금 재료로부터 텅스텐 회수는 원광석으로부터

텅스텐 습식 제련 기술과 유사하다14-16). 초경합금이므

Fig. 1. Generalized process flow sheet for the production of tungs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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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everal processes for the extraction of tungsten from scheelite and wolframite

Key technological process Method for treatment Improvements

Tungstic acid production by 

hydrometallurgical scheme

Inorganic acid (Meerson et al. 1960; Meerson and 

Khavskii 1961a, b; Yurkevich, Shapiro, and 

Sviridovskaya 1964; Nadolskii and Anfilogova 1966; 

Pittuck 1968; Potashnikov, Rumiantsev, and 

Cheersanov 1975; Martins 1983)

Tungstic acid obtained in one step; 

elimination P, As, Fe,Ca impurities after 

filtration.

Phosphotungstic acid production 

by hydrometallurgical scheme

Phosphorus in nitric acid (Zhang wen-jeuan et al. 

2006)

Phosphorus in hydrochloric acid (Sebahattin Gurmen 

et al. 1999)

Avoid Tungstatic aicd precipitaion and 

wrapping.

Sodium tungstae production by 

hydrometallurgical scheme

Sodium hydroxide (Martin et al. 1975; Quatrini, 

Vogt, and Martin 1982 a, b, c)

Tungstate sodium obtained at atmospheric 

pressure; elimination of Fe, Mn, Ca 

impurities, and alkaline gangue.

Sodium tungstae production by 

hydrometallurgical scheme

Sodium carbonate under pressure (Maslenitsky 1939; 

Perlov 1958; Perlov and Poprukilo 1959; Maslenitsky 

and Perlov 1960; Bauer and Amano 1969; Martins 

1983, 1996)

Applid to low grades tungsten ores; 

increased the yield of recovery and most 

gangue is maintained in solid phase.

Fig. 2. Scheme of the distribution of tungsten ions in aqueous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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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효율적인 침출을 위한 전처리 과정으로 분쇄 및 코

팅 제거 공정이 요구되고 산화 배소 볼밀 처리에 의한

기계 화학적 반응을 통한 텅스텐 초경합금으로부터 유

가금속을 회수하기 위한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13,17). 

3.1. 산 처리를 통한 원광석 및 2차 자원으로부터 텅

스텐의 습식 제련

산 침출은 원광석으로부터 비교적 간단한 공정만으로

텅스텐산을 회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강산에서 침

전되는 텅스텐산은 삼산화 텅스텐(WO3)의 수화물로 노

란색 고체 형태를 띠고 물에 용해되지 않는다. 염산, 질

산, 황산 용액에서 회중석 및 철 망간중석의 침출 반응

과 표준자유에너지변화를 식 (1)-(3)에 나타냈다11). 회중

석을 황산으로 산 침출하면 (4) 반응에 나타낸 바와 같

이 텅스텐산과 황산칼슘이 동시에 침전되므로 분리 문

제가 발생한다. 

MeWO4(s) + 2HCl(aq) = H2WO4(s) + MeCl(aq) or

MeWO4(s) + 2H+
(aq) = H2WO4(s) + Me2+

(aq) 

(Me = Ca, Fe, Mn), (△Go
Me=Ca = −23.12 kJmol−1,

△Go
Me=Fe = −30.44 kJmol−1, 

△Go
Me=Mn = −62.52 kJmol−1) (1)

MeWO4(s) + 2HNO3(aq) = H2WO4(s) + Me(NO3)2(aq)

or MeWO4(s) + 2H+
(aq) = H2WO4(s) + Me2+

(aq) 

(Me = Ca, Fe, Mn), (△Go
Me=Ca = −21.95 kJmol−1,

△Go
Me=Fe = −33.96 kJmol−1, 

△Go
Me=Mn = −62.85 kJmol−1) (2)

MeWO4(s) + H2SO4 = H2WO4(s) + MeSO4(aq) or

MeWO4(s) + 2H+
(aq) = H2WO4(s) + Me2+

(aq) 

(Me = Fe, Mn), (△Go
Me=Fe = −30.61 kJmol−1, 

△Go
Me=Mn = −62.60 kJmol−1) (3)

CaWO4(s) + H2SO4 = H2WO4(s) + CaSO4(s), 

(△Go = −32.88 kJmol−1) (4)

상기 반응 결과 텅스텐산은 원광석 분말 표면에 겔

형태로 형성된다. 따라서 원광석 표면에 형성된 텅스텐

산 겔은 침출액과 미반응 원광석의 접촉을 방해하고 미

반응 원광석의 존재로 인한 침출율이 감소하는 단점이

있다11). 원광석 표면에 형성된 텅스텐산 겔로 인하여

침출반응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고 침

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원광석을 미세하게 분쇄해야

한다. 산 침출법은 염산 또는 질산을 인산과 혼합하여

회중석의 침출액으로 사용하는 경우 텅스텐 이온이 인

산 이온과 음이온성 착물을 형성해 텅스텐산이 침전되

지 않고 포스포텅스텐산(H3PW12O40, Phosphotungstic

acid) 용액을 제조할 수 있다10,18). 염산 및 질산과 인산

혼합용액에서 회중석의 침출 반응을 식 (5)와 (6)에 나

타냈다10,18,19).

12CaWO4 + 24HCl + PO4
3− = PW12O40

3− +

12CaCl2 + 12H2O (5)

12CaWO4 + 24HNO3 + H3PO4 = H3PW12O40 +

12Ca(NO3)2 + 12H2O (6)

WC–Co계 초경합금에 함유되어 있는 텅스텐과 코발

트는 산 침출을 이용해 효과적으로 분리하여 회수하는

것이 가능하다. 산 침출시 텅스텐은 텅스텐산으로 침전

되고 코발트는 강산 용액에 용해된다. 연구결과에 의하

면 볼밀 처리한 초경합금을 오토클레이브를 사용하여

110oC에서 침출하는 경우 코발트의 침출과 텅스텐산 침

전이 효율적으로 일어나 코발트를 용액으로부터 회수하

는 것이 가능하였다20). 또한 침출액으로 왕수를 사용하

면 무기산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조건에 비해 보다 낮은

온도에서 짧은 시간에 텅스텐산을 침전시키면서 코발트

를 용해시키는 것이 가능하다21). 2차 자원을 산 침출시

켜 텅스텐을 회수하는 공정도를 Fig. 3에 나타냈다.

Fig. 3에 따르면 2차 자원으로부터 무기산을 이용한 텅

스텐의 회수는 원광석으로부터 회수하는 방법과 거의

Fig. 3. Scheme for conventional recovery process of

tungsten from WC-Co scrap by acid lea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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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하다. 산 처리시 무기산 용액에 용해된 코발트는 침

전, 환원법 또는 전기화학적 방법을 통해 회수하거나 용

매 추출이나 이온 교환으로 고순도로 분리하여 회수

한다.

3.2. 알칼리 처리를 통한 원광석 및 2차 자원으로부

터 텅스텐의 습식 제련

탄산나트륨 또는 수산화나트륨에 의한 회중석과 철망

간중석의 배소 처리 시 일어나는 반응을 식 (7)과 (8)

에 나타냈다11). 

MeWO4(s) + Na2CO3(aq) = Na2WO4(aq) + MeCO3(aq)

or MeWO4(s) + CO3
2−

(aq) = WO4
2− + MeCO3(s) 

(Me = Ca, Fe, Mn), (△Go
Me=Ca = +5.61 kJmol−1,

△Go
Me=Fe = −15.89 kJmol−1, 

△Go
Me=Mn = −48.01 kJmol−1) (7)

MeWO4(s) + 2NaOH3(aq) = Na2WO4(aq) + Me(OH)2(s)

or MeWO4(s) + 2OH−

(aq) = WO4
2− + Me(OH)2(s) 

(Me = Ca, Fe, Mn), (△Go
Me=Ca = +24.01 kJmol−1,

△Go
Me=Fe = −51.92 kJmol−1, 

△Go
Me=Mn = −59.71 kJmol−1) (8)

알칼리 침출에 의한 텅스텐 원광석 침출의 장점은

상기 식에 나타낸 바와 같이 텅스텐은 WO4
2−로 용해

되는 반면 원광석에 함유된 철과 망간 같은 불순물은

침전되므로 텅스텐과의 분리가 용이하다. 불순물이

침전된 용액을 여과하고 침출액에 용해된 불순물을 제

거하기 위해 용매추출이나 이온교환을 통해 텅스텐과

용해된 불순물을 분리한다. 용액에 존재하는 텅스텐은

pH 조절을 통해 텅스텐산으로 회수한다. 회수된 텅스

텐산은 암모니아 용액에서 결정화시켜 고순도의 파라

텅스텐산암모늄(APT : Ammonium Para Tungstate,

(NH4)10(H2W12O42)·H2O)를 제조한다. 그러나 식 (7)과

(8)에 따르면 회중석을 Na2CO3와 NaOH로 침출하는

경우 침출반응의 표준자유에너지변화가 각각 5.61

kJmol−1과 24.01 kJmol−1 이다. 따라 회중석을 알칼리

침출하기 위해서는 고온, 고압의 조건이 요구 된다. 

WC-Co 초경합금으로부터 알칼리처리에 의한 텅스텐

Fig. 4. Scheme for conventional recovery process of tungsten from WC-Co scrap by alkaline lea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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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는 알칼리 용융법과 알칼리 침출법으로 분류되며

공정도를 Fig. 4에 나타냈다. 알칼리 용융법은 질산나트

륨, 아질산염 및 탄산나트륨을 이용해 WC을 가용성의

텅스텐산나트륨 형태로 배소 시켜 고온의 물로 침출시

킨다. 알칼리 침출법은 대표적으로 수산화나트륨 용액

을 사용해 초경합금으로부터 텅스텐을 침출시킨다. 이

와 같은 알칼리 처리법은 고온 공정으로 인한 에너지

과다 사용, 미용해 된 코발트를 침출시키기 위한 별도

의 공정 도입과 같은 단점이 있다. 초경합금을 볼밀처

리를 통한 기계 화학적 반응은 코발트와 텅스텐을 보다

효과적으로 분리 하는 것이 가능하다17). 열처리를 통해

텅스텐카바이드를 삼산화 텅스텐으로 산화시키고 수산

화나트륨과 반응을 통해 텅스텐산나트륨(Sodium

tungstate, Na2WO4)을 형성시킨다. 기계화학적 반응으로

생성된 가용성 텅스텐산나트륨을 수침출로 침출액에 용

해시킨다. 이때 기계 화학적 반응은 짧은 시간에 텅스

텐산나트륨을 제조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11). 또한

알칼리 침출에 의해 얻어진 텅스텐 용액으로부터 고순

도 텅스텐을 회수하기 위해 CAAP (Charged Amino

Group Assisted Precipitation) 공정을 이용할 경우 기

존의 이온교환법으로 정제하는 것 보다 시약 소모 및

폐기물 발생을 60% 정도 감소 시킬 수 있다22).

CAAP공법에서 알칼리 침출 용액에 대전된 아미노 그

룹(NH3+)을 첨가할 경우 90% 이상의 텅스텐을 라이신-

텅스텐 침전물 형태로 회수하는 것이 가능하다22).

4. 결 론

텅스텐은 현재 산업 전반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중요한 금속으로 향후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원광석 및 2차 자

원으로부터 텅스텐 회수를 위한 다양한 습식 제련 기술

을 소개하였다. 텅스텐은 알칼리용액에서는 WO4
2−로,

산성용액에서는 중합체로 존재하며 낮은 pH에서 텅스

텐산으로 침전된다. 따라서 텅스텐을 함유한 원광석이

나 2차자원의 습식침출은 크게 산과 알칼리 침출법으로

대별된다. 국내에 경제성 있는 텅스텐 원광석이 전무한

점을 고려하면 텅스텐을 함유한 스크랩이나 폐초경합금

은 텅스텐의 회수를 위한 2차 자원으로 중요하다. 2차

자원으로부터 텅스텐 회수는 에너지 소비, 스크랩 내의

금속 함유량, 환경 영향 및 회수된 텅스텐의 소재화를

고려해서 공정을 선택해야 한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2016년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

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

구과제입니다(No. 20165010100810).

References

1. D.-G. Ahn, 2008 : Tungsten Status and Cemented Carbide

Development, Trend in metals & Materials Engineering,

21, pp.28-34.

2. S. J. Woo, L. S. Hyun, H. H. Seon, K. H. Yoon and H. S.

Jik, 2012: Industrial Supply Chain Trend of Domestic

Tungsten, Journal of Korean Powder Metallurgy Institute,

19, 79-86.

3. G. H. Ha, 2013 : Trend in metals & Materials Engineering,

3, pp.43-49.

4. L. Chipise, P. K. Jain and L. A. Cornish, 2018 : Magnetic

and microstructural aspects of WC-VC-Co-Ru alloys,

International Journal of Refractory Metals and Hard

Materials, 76, pp.49-56.

5. M. Kurtinaitienė, A. Žielienė, L. Tamašauskaitė-Tamašiūnaitė,

A. Selskis and A. Jagminas, 2013 : Hydrothermal Syn-

thesis of Co-Ru Alloy Particle Catalysts for Hydrogen

Generation from Sodium Borohydride, Advances in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2013, pp.1-7.

6. A. F. Lisovskii, 2000 : Cemented Carbides Alloyed with

Ruthenium, Osmium, and Rhenium, Powder Metallurgy

and Metal Ceramics, 39, pp.9-10.

7. S. Luyckx, 2002 : High temperature hardness of WC-Co-

Ru, Journal of Materials Science Letters, 21, pp.1681-

1682.

8. J. H. Potgieter, P. Olubambi and S. S. Potgieter-Vermaak,

2014 : The Corrosion Behaviour of WC-Co-Ru Alloys in

Aggressive Chloride Media, International Journal of

Electrochemistry, 2014, pp.1-11.

9. T. L. Shing, S. Luyckx, I. T. Northrop and I. Wol, 2001 :

The e?ect of ruthenium additions on the hardness,

toughness and grain size of WC-Co, International Journal

of Refractory Metals & Hard Materials 19, pp.41-44.

10. M. J. I, M. A and C. S. C, 2003 : Leaching of synthetic

scheelite by hydrochloric acid without the formation of

tungstic acid, Hydrometallurgy, 70, 13pp.1-141.

11. J. I. Martins, 2013 : Leaching Systems of Wolframite and

Scheelite: A Thermodynamic Approach, Mineral Processing

and Extractive Metallurgy Review, 35, pp.23-43.

12. J. P. Martins, 1996 : Kinetics of soda ash leaching of low-

grade scheelite concentrates, Hydrometallurgy, 42, pp.221-



10 안형훈 ·이만승

J. of Korean Inst. Resources Recycling Vol. 27, No. 6, 2018

236.

13. Z. Zhongwei, L. Jiangtao, W. Shibo, L. Honggui, L.

Maosheng, S. Peimei and L. Yunjiao, 2011 : Extracting

tungsten from scheelite concentrate with caustic soda by

autoclaving process, Hydrometallurgy, 108, pp.152-156.

14. J. Jeong, J.-C. Lee, S.-W. Park and K.-S. Kang, 2012 :

Trend on the Recycling Technologies for the used

Tungsten Carbide(WC) by the Patent and Paper Analysis,

J. of Korean Inst. of Resources Recycling, 21.

15. D. Mishra, S. Sinha, K. K. Sahu, A. Agrawal and R.

Kumar, 2016 : Recycling of Secondary Tungsten Resources,

Transactions of the Indian Institute of Metals, 70, pp.479-

485.

16. A. Shemi, A. Magumisea, S. Ndlovua and N. Sacks, 2018 :

Recycling of tungsten carbide scrap metal: A review of

recycling methods and future prospects, Minerals Engineering,

122, pp.195-205.

17. J. Lee, S. Kim and B. Kim, 2017 : A New Recycling

Process for Tungsten Carbide Soft Scrap That Employs a

Mechanochemical Reaction with Sodium Hydroxide,

Metals, 7, pp.230-239.

18. Z. Wen-juan, Y. Jin-hong, Z. Zhong-wei, W. Wen-qiang

and L. Jiang-tao, 2016 : Coordination leaching of tungsten

from scheelite concentrate with phosphorus in nitric acid,

J. Cent. South Univ., 23, pp.1312-1317.

19. J. I. Martins, 2003 : Leaching of Synthetic Scheelite by

Nitric Acid without the Formation of Tungstic Acid, Ind.

Eng. Chem. Res.

20. S. Gurmen, 2005 : Recovery of Nano-Sized Cobalt

Powder from Cemented Carbide Scrap, Turkish J. Eng.

Env. Sci, 29, pp.343-350.

21. L. J. chun, K. E. young, K. J. Hye, K. W. Baek, K.

ByungSoo and P. B. D, 2011 : Recycling of WC–Co

hardmetal sludge by a new hydrometallurgical route,

International Journal of Refractory Metals and Hard

Materials, 29, pp.365-371.

22. T. Makino, S. Nagai, F. Iskandar, K. Okuyama and T. Ogi,

2018 : Recovery and Recycling of Tungsten by Alkaline

Leaching of Scrap and Charged Amino Group Assisted

Precipitation, ACS Sustainable Chem, 6, pp.4246-4252.

안 형 훈

•목포대학교 신소재공학과 학사

•현재 목포대학교 신소재공학과 석사과정 

이 만 승

•현재 목포대학교 신소재공학과 교수

•당 학회지 제11권 1호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