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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석탄재로부터 희토류 회수에 관한 연구 자료를 분석 및 검토하였다. 석탄재로부터 희토류 회수를 위해 적용된 선별 실험은 주로 PC 보

일러로부터 발생된 석탄재를 대상으로 입도분리, 자력, 비중 및 부유선별법 등을 이용해 연구하였다. 선별 공정을 통해 희토류 성분의 농
축 가능한 수준은 수 천 ppm 정도로 낮게 확인되었고, 선별 공정 이후 회수된 산물을 대상으로 습식 제련 공정을 통한 추가 농축 처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침출 공정에서는 석탄재의 희토류 성분을 침출 향상을 위해 알칼리 용융과 같은 전처리 후, 침출공정에 적용
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정으로 확인되었다. 세계적 희토류 회수 시스템의 개발이 아직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석탄재에 포함된 희
토류 회수 연구는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고되었다. 국내에서는 석탄재 중 희토류 회수를 위한 회수 기술이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선별, 침
출 등의 기술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주제어 : 석탄재, 희토류, 회수, 선별, 침출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troduce and review on the recovery technologies of rare earth elements(REEs) from coal ash. Many 

researchers have been carried out by various beneficiation processes, such as particle size separation, magnetic separation, 

specific gravity, and flotation to recover rare earth elements from coal ash generated from Pulverized Coal(PC) boiler. Through 

the beneficiation process, it was confirmed that concentration of rare earth elements was much lower than the 4,700 ppm, and 

that additional enrichment treatment through wet process was needed for the products recovered after the beneficiation process. 

It was confirmed that the rare earth elements contained in coal ash were applied to the leaching process after pretreatment such 

as alkali-fusion to improve leaching efficiency. Although beneficiation and leaching methods have been studied, its optimum 

recovery technologies for rare earth elements not been confirmed up to now, research on the recovery of rare earth contained in 

coal ash is reported to continue. In case of Korea, the technology for the recovery of rare earth elements from coal ash and coal 

by-product could not been confirmed up to present. In these reasons, it is urgent to develop technologies such as beneficiation 

and leaching process continuous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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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희토류(Rare Earth Elements, REEs)는 자성적, 전기적 
및 화학적 안정성 우수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영구자석, 전
자재료, 의료장비, 광학장비 및 무기산업 등에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 청정에너지 기술인 풍력 발전
기, 태양광 발전, 전기자동차, x-ray 장비, 디스플레이 및 
미사일 등의 핵심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1). 세계적으로 내
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자동차와 같은 친환경 자동차로 
전환됨에 따라 희토류의 수요 및 가격도 계속적으로 증가
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세계 희토류의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희토류 시장은 중국이 지배하고 
있으며, 대부분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실정이다2,3). 희토
류 시장은 희토류의 가격 변동 및 자원무기화 현상을 유발
하고 있어, 희토류 소비가 높은 국가에서는 희토류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희토류 소비가 높은 국가에서
는 심해저 광물의 개발, 폐전자기기 재활용 및 휴/폐 광산
의 재개발 등의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산업발전과 함
께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석탄재로부터 유용금속인 
희토류를 회수하는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4-13).

석탄재에 포함된 희토류 연구는 희토류 성분별 함량, 

총 함량, 주요 물질의 화학성상, 정량 분석 및 이를 통한 
경제성 검토를 수행하고 있다. 가장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국가 전략적인 계획을 통해 희토류 성분
의 분석, 물리적 선별 및 습식제련 등 각 분야를 분류하여 
희토류 회수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4-8). 국내의 경
우, 석탄화력 발전을 통해 생산되는 전력이 40% 수준으
로 전력 생산과 함께 석탄재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
나, 석탄재로부터 희토류 성분을 회수하는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일부 연구자들에 의해서만 희토류 평가, 

경제성 검토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14). 이에 본 연구에
서는 국내외에서 수행된 석탄재 내의 희토류 성분 회수에 
관한 연구를 조사하였고, 관련 연구 자료를 통해 석탄재 
중 희토류 성분 분리에 관한 특성 및 문제점을 확인하여, 

향후 희토류 회수에 필요한 연구부분에 대해 검토하였다.

2. 본    론

2.1. 석탄재에 포함된 희토류 성분 특성
석탄재에 포함된 희토류의 성분, 함량, 성상 및 주요 광

물과의 상관관계는 희토류 성분을 회수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희토류의 특성은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석탄의 종류 및 발전소의 연소 특성에 따라 성분, 함량 및 
주요 광물과의 연관성이 달라질 수 있다. 석탄에서 희토
류 원소는 규산염, 장석, 황화물 및 탄산염 광물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일부 연구원들은 고령석, 흑운모, 

백운모 및 유기물질과의 연관성도 제시하였다15-19). 석탄
재의 경우에는 발전소에서 고온으로 연소된 이후 주로 유
리질의 알루미노실리케이트 광물과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발표되었다. 기존 연구에서 대부분 이러한 결과를 
제시한 이유는 현재까지 석탄재로부터 희토류 성분의 회
수 및 평가를 위해 실험대상으로 사용된 대부분의 시료들
이 미분탄연소 방식(Pulverized Coal , PC)의 발전소로부
터 회수된 석탄재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미
분탄 연소 방식은 높은 연소온도(1,300~1,700 ℃)로 인해 
유리질의 알루미노실리케이트(Aluminosilicate)가 생성
되며, 희토류 성분도 함께 용융되어 포함되는 것으로 많
은 연구자들의 연구를 통해 발표되었다. 또한 PC 보일러 
보다 낮은 온도에서 생성된 석탄재의 경우, 알루미노실리
케이트가 아닌 원래 희토류를 포함하고 있는 광물이 희토
류 성분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다고 제시하였다18,20-24). 

이러한 이유로 PC 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조
건으로 연소되는 순환유동층보일러(Circulating Fluidized 

Bed Combustion, CFBC) 발전소에서로부터 발생되는 석
탄재의 경우에는 희토류와 연관성이 있는 물질로 마그헤
마이트(Maghemite)와 같은 함철광물 등이 일부 연구자들
에 의해 발표되었다. CFBC 발전소는 유동층 연소 보일러 
(Fluidized Bed Combustion, FBC) 중 하나로 PC 방식에 
비해 제작이 간편하고 연료의 수용 폭이 넓어 경제적 이익
을 가질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미래 청정화력발전으
로의 개발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른 연소 부산물도 계
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Fig. 1)14). 

Fig. 2는 PC 발전소에서 발생된 석탄재를 대상으로 주
요 광물과 희토류 성분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결과이다22). 

여기서 SiO2, Al2O3 및 Fe2O3는 XRF로 분석하였고, REEs

성분은 ICP로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실제 광물상
에는 알루미노실리케이트가 대부분인 석탄재이다. 희토
류의 함량은 SiO2 및 Al2O3와 비례관계를 나타냈으나, 

Fe2O3와는 반비례 관계를 나타내었다. Fig. 3은 연소온도
가 상대적으로 낮은 보일러로부터 회수한 석탄재에 포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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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haracteristics of pulverized coal combustion and circulating fluidized bed combustion.

Fig. 2. Correlations between REEs and the content of major element in CFAs from the Faer (left) and Panbei (right) power 

plants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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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성분과 희토류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결과로, Fe2O3와 
희토류의 상관관계가 SiO2 및 Al2O3와 희토류의 상관관
계보다 높은 값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언
급한 바와 같이 석탄재 중 희토류 성분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주로 원재료로 사용되는 석탄과 발전소의 
연소 온도 차이에 따른 것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20-22,25). 

본 논문에서는 기존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가 많이 수행된 
PC 방식의 보일러로부터 회수된 석탄재로부터 희토류 성
분을 회수하는 연구에 대해 검토하였다.

2.2. 석탄재 중 희토류 개발 가능성
석탄재 중 희토류 성분의 개발을 위한 경제성 검토는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총 희토류 성분의 함량 및 향후 미
래에 수요가 높을 수 있는 성분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개발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검토할 수 있다. 석탄재 중 희토류 
함량은 발전소에 투입되는 석탄의 종류, 부재료 및 발전
소 발전 방식 등에 의해 큰 차이를 나타내며, 석탄재로부
터 희토류 성분의 회수를 위한 가행 최저품위는 TREO기
준 1,000 ppm으로 제시되었다14). 일반적으로 희토류를 
함유하는 광물의 최저 가행 품위(Cut-off grade)는 TREO 

(Total Rare Earth Oxides) 기준으로, 수 % 정도로 보고되
어 있으며, 석탄재와의 최저 가행 품위의 기준에 큰 차이
를 보인다. 이러한 이유는 광물로부터 희토류 성분을 회
수하기 위해서는 광산의 개발을 위한 초기 투자비용이 높
은 문제가 있으나, 석탄재는 이와 관련된 비용이 투입되
지 않기 때문에 가행 최저품위의 함량에 큰 차이가 있다고 
판단된다23-27). 경제성 검토를 위한 TREO 기준 최저 가행 
품위와 함께 중요한 부분으로 희토류 미래 산업에서의 필

요한 수요 및 공급에 대한 분석이 있다. 이 분석 방법은 
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희토류 원소의 수요 및 공급량 
변화에 따른 분류 방법으로 현재 식 (1)과 같이 계산이 가
능하다. 식 (1)에 표시된 outlook coefficient는 critical(Nd, 

Eu, Tb, Dy, Y, Er), uncritical(La, Pr, Sm, Gd), excessive 

(Ce, Ho, Tm, Yb, Lu) 로 분류된 그룹을 통해 계산 할 수 
있다. 이 값과 석탄재 중 함유된 TREO 농도 값을 이용해 
향후 개발가능성에 대해 검토 할 수 있으며, 현재 시점에
서 3 그룹으로 분류된 물질은 산업발전에 따른 수요 및 
공급 변화와 함께 그룹의 변화가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
다23,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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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방법을 통해 희토류 성분의 개발 잠재 가능성에 대
한 거시적 검토를 실시할 수 있으나, 보다 명확한 경제성 
평가를 위해서는 시료 확보, 이동, 대규모 개발 시스템 등
의 조사 및 희토류 회수를 위한 기술 개발 및 확보가 절실
히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미국과 같
이 희토류 소비가 많은 국가에서는 산업 발전과 함께 지속
적으로 발생 가능한 석탄재로부터 4차 산업 및 무기 산업
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희토류 성분을 회수하기 위한 연
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2.3. 석탄재로부터 희토류 회수 연구
석탄재에 포함된 희토류 성분의 회수를 위한 연구는 광

물로부터 유용성분을 회수하는 연구와 같이 선별을 이용
한 방법과 침출을 이용한 습식제련으로 분류할 수 있다. 국
내에서는 석탄재에 포함된 희토류 성분의 함량, 분포 및 침
출에 관한 연구가 일부 발표되었으나, 희토류 회수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며, 미국 및 유럽 등의 국가에서는 
자원 확보를 목적으로 석탄재 중 희토류 성분의 분석, 평가 
및 회수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한 연구를 하고 있다4-13).

2.3.1. 석탄재로부터 희토류 선별
석탄재로부터 희토류 회수를 위한 선별 연구에서는 주로 

입도 분급, 비중선별, 자력 선별 및 부유 선별과 같은 물리

Fig. 3. Square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REEs and Fe2O3, SiO2, and Al2O3 concentrations in 

fly ashes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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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선별을 이용한 희토류의 농축 연구가 확인되었다. 실험
대상으로 사용된 석탄재 종류 및 특성에 따라 포함된 희토
류의 농도 차이가 확인되었고, 본 자료에서는 선별 공정에 
따른 농축 특성에 중점을 두고 자료를 분석하였다5,8-11,13).

석탄재를 입도 분리하여 실험한 연구는 크게 체(Sie-

ving)를 이용한 분리 방법과 분급기(Air classifier)를 이용
한 방법으로 조사되었으며, 입도크기에 따른 석탄재 중 
희토류 성분의 농축특성은 동일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석
탄재의 특성에 따라 입도를 분리하는 구간의 차이는 있으
나, 두 종류의 방법 모두 입도가 작아짐에 따라 희토류 성
분의 농도가 점차 증가하는 특성을 나타내었으며, 모두 
건식방식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입도를 분리하는 구간
은 20~150 μm까지 다양한 입도로 분리한 연구가 발표되
었으며, Table 1은 건식 체 분리를 통해 회수된 산물별 주
요 광물 및 희토류 성분에 대한 자료를 정리한 것이다13). 

입도가 작아짐에 따라 희토류 성분의 함량이 점차 증가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연구결
과와 매우 유사한 특성을 나타낸다5,8-11,13).

Fig. 4는 입도 분리에 따른 석탄재 중 희토류 성분의 회
수율 및 농축 특성을 나타낸 연구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석탄재에 포함된 초기 희토류 성분, 함량 및 입도구간의 
차이가 있으나, 입도가 감소할수록 희토류 성분의 농축율
이 향상되는 경향을 알 수 있다8,13,29). Fig. 4(c)의 경우, 입
도가 가장 작은 < 38 μm 조건에서 회수율 60% 이상, 농축
율은 약 1.1까지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Fig. 

4(d)에서는 희토류의 함량 차이가 최대 약 300 ppm 정도
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입도가 작아질수록 희토류 

성분 함량이 점차 증가하는 기존 연구자들의 연구와 유사
한 특성을 보였으나, 단순히 입도 분리만을 통한 희토류 성
분의 농축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석탄재
로부터 희토류 성분 선별을 위한 연구는 대부분 한 종류의 
선별이 아닌 입도 분리 후 회수된 산물을 대상으로 자력선
별, 비중선별 및 부유선별 등에 적용하여 희토류 성분의 농
축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8-10,29). 자력
선별의 경우 전자석을 이용하는 방법과 습식 자력선별기
를 이용하는 연구 등이 발표되었으며, 선별에 따른 자성
산물 및 비자성 산물로 분리되는 희토류 성분의 농축 비율
도 유사한 특성을 보였다. 자력선별을 통해 회수된 비자
성 산물에서 희토류 성분의 함량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
로 확인되었으나, 희토류의 농축율이 1.10~1.15 수준으로 
매우 낮은 희토류 농축 특성을 나타냈다. Fig. 5는 자력선
별을 통해 회수된 산물에 포함된 희토류 성분의 함량, 비
율 및 농축율을 나타낸 것이다. 초기 희토류 함량의 차이
가 있으나, 비자성 물질에 포함된 희토류 성분의 함량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비중액을 이용하여 석탄재 비
중선별을 수행한 연구도 발표되었으나, 희토류 성분의 농
축 특성 확인은 어려웠다(Fig. 6)29). 

광물 선별 실험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부유선별을 
이용한 석탄재 중 희토류 성분의 농축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부유선별은 광물에 포함된 희토류와 같은 유용 광
물을 회수하기 위해 적용하는 주요 연구방법으로 알려
져 있다30). 희토류 농축 특성 실험을 위해 일반 부유선별
기(Conventional flotation)와 컬럼 부유선별기(Column 

flotation)를 이용한 비교 연구도 실시되었으며, 부유선별

Table 1. Chemical compositions of Indramayu coal fly ash as function of size fraction(Major elements are reported in %, REEs 

in ppm)13)

Elements >75 μm 75~63 μm 63~53 μm 53~45 μm 45~38 μm < 38 μm

SiO2 57.7 43.5 45.5 44.3 43.9 39.8

Al2O3 20.0 21.2 20.4 20.7 19.8 21.6

Fe2O3 12.5 12.8 12.5 13.0 13.6 14.5

CaO 2.3 8.3 8.5 9.3 10.4 10.8

MgO 1.4 5.6 5.8 6.3 7.1 7.3

Na2O 0.6 0.7 0.6 0.7 0.6 0.7

K2O 0.6 0.9 0.8 0.9 0.8 1.0

TiO2 0.7 0.8 0.8 0.8 0.7 0.8

∑REEs 143.8 215.0 215.2 226.1 240.1 2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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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d)(c)

Fig. 4. (a), (b) REEs concentrations and weight percent of particle-size-fractioned coal fly ash samples29), (c) Enrichment factor 

and REE recoveries of various particle size fractions of Indramayu fly ash sample13), (d) Total REE contents, 

distribution and mass yield in particle size fraction8).

Fig. 5. (a), (b) REEs concentrations and weight percent of magnetically-separated coal fly ash samples29), (c) Total REE 

contents, distribution and mass yield in magnetic fractions8).

Fig. 6. (a), (b) REEs concentrations and weight percent of density-fractioned coal fly ash samples29), (c) Total REE contents, 

distribution and mass yield in various density fraction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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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험하기 위해 원시료의 입도를 어트리션 밀(Attrition 

mill)을 이용해 분쇄한 후, D50을 1.1~7.3 μm로 조절하
여 실험에 투입하였다(Fig. 7(b)). Fig. 7은 석탄재로부터 
희토류 회수를 위한 실험에 사용된 컬럼 부유선별기의 구
성, 실험 방법 및 실험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기포제로 
MIBC(Methyl IsoButyl Carbinol), 포수제로 디젤(Diesel)

과 올레산나트륨(Sodium oleate)을 이용한 연구 결과이
다. 실험은 Fig. 7(c)와 같이 단계별 부선을 통해 희토류 
성분을 농축하여 초기 REEs 값이 431 ppm의 원시료를 
최대 4,700 ppm까지 농축 하였으며, 회수율이 20% 이하 
조건에서는 일반 부선에 비해 효과적으로 희토류 회수가 
가능함을 제시하였다30).

현재까지 석탄재로부터 희토류 회수를 위해 적용된 선
별 실험은 주로 PC 보일러로부터 발생된 석탄재를 실험
대상으로 광물 선별에서 이미 이용하고 있는 입도분리, 

자력, 비중 및 부유선별 등으로 확인되었다. 석탄재에 포

함된 초기 희토류 성분의 함량 차이가 있으나, 부유선별
법을 제외한 선별방법에서 희토류 성분 농축은 1,200 

ppm 이하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희토류의 농축이 가장 높
은 특성을 보이는 방법은 컬럼 부유선별로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이유는 희토류 성분이 포함된 석탄재의 입도가 작
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2.3.2. 습식공정을 이용한 희토류 회수
석탄재로부터 희토류 성분을 회수하기 위한 제련분야

는 습식공정을 이용한 연구가 주로 진행되고 있다. 석탄
재에 포함된 희토류 성분을 침출하기 위해 질산, 황산 및 
염산과 같은 강산 또는 강알칼리 용액을 사용하는 방법과 
탄산나트륨(Sodium carbonate)과 같은 용융제를 이용해 
석탄재와 알칼리 용융 후 회수된 산물을 대상으로 침출 
공정에 적용하는 방법이 발표되고 있다4-8,10,12,33-36). 일반
적으로 PC 발전소의 경우, 반응 온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Fig. 7. (a) Schematic diagram of the flotation column system used for REEs recovery, (b) Schematic detailing the multistage 

column flotation test performed for REEs recovery (c) Effect of particle size on rare earth enrichment by froth flotation, 

(d) A comparison of the REEs recovery performances achieved through multiple concentration stages using 

conventional and column flotation cells: cumulative REEs recovery as a function of REEs content on a dry ash basis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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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연소 시, 석탄재에 포함된 기본 광물 물질에 대한 
광물학적 변화가 발생되며 희토류 성분은 대부분 유리질 
비정질 상에 분포된다16-20). 이로 인해 산 용액만 이용하
는 공정에서는 침출 용액의 농도가 매우 높은 특성이 있
다4-8).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알칼리용융 방법을 
이용한 침출 연구도 발표되었다. 알칼리용융 공정은 침출 
전, 석탄재 시료와 용융제를 석탄재와 함께 혼합한 뒤, 

900 ℃ 이하의 조건에서 수 시간 반응 시킨 후 회수된 산
물을 이용해 침출 공정에 적용하는 방법이다. 알칼리 용
융 처리된 시료는 산 용액만을 이용하는 침출 공정에 비해 
희토류 성분의 반응 속도가 빠르고, 침출용액의 농도가 
낮아도 침출이 용이한 특성이 있다4,8,15-19). 이는 알칼리 용
융 처리를 통해 석탄재의 주요 물질이 용해성 물질로 변화
되어 나타나는 결과로, 주로 PC 보일러에서 발생된 석탄
재를 대상으로 알칼리 용융 처리 실험을 진행하였다. PC 

보일러에 비해 연소 온도가 낮은 CFBC 발전소에서 발생
된 석탄재의 경우, 알루미노실리케이트 상이 없기 때문에 
알칼리용융 처리 없이, 산 용액만을 이용한 침출에서도 
희토류 성분의 침출이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침출이 가
능한 것으로 발표되었다12,34-36).

Fig. 8은 석탄재를 대상으로 산을 이용한 침출과 알칼
리용융 처리 후 침출에 대한 비교 실험 결과를 나타낸 것
이다. 비교를 위해 석탄재 중 희토류 성분 5종류(Y, La, 

Ce, Pr, Nd)에 대한 침출 실험(2 mol/L HCl, S/L 1:10, 

stirring speed 200 r/min)을 진행하였다. 알칼리 용융의 
조건은 석탄재와 탄산나트륨을 1:1 mass ratio 조건으로 

860 ℃에서 30 min.간 처리 후 비교 실험대상으로 사용하
였다12). 동일한 산 침출 조건 실험 결과, 알칼리 용융 처리 
후 각 희토류 성분의 침출율이 2배 이상 향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트륨의 경우, 최대 5.48배까지 침출율이 증
가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일반 산 침출 조건에 비해 알
칼리 용융 후에 희토류 성분에 대한 침출 효율이 크게 향
상되고 침출 속도도 매우 빨리지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이러한 이유는 알칼리 용융에 의해 석탄재의 주요 물질이 
용해성 물질로 변화됨에 따라 산에 용해되는 특성이 향상
된다고 보고하였다12).

Fig. 9는 FBC 발전소로부터 회수된 석탄재를 실험대상
으로 HCl(1.2 mol/L), 반응온도 75 ℃에서 희토류 성분에 
대한 침출 실험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알칼리 용융 처리 

(a) Acid leaching (b) Alkali-acid leaching

Fig. 8. Influence of time on rare earth leaching level in two ways (HCl of 2 mol/L, S/L of 1:10, stirring speed of 200 r/min)12).

Fig. 9. Leaching characteristics of REEs from the fly ash 

and bottom ash samples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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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도 희토류 성분의 침출이 120 min. 기준 40~80% 수
준으로 확인되었다. FBC보일러로부터 발생된 석탄재 중 
희토류 성분의 침출은 PC 보일러에서 발생된 석탄재를 대
상으로 한 침출에 비해 침출효율이 높게 확인되었고, 이러
한 이유는 주로 발전소 연소방식 차이에 따른 희토류가 포
함된 석탄재의 주요 물질 성상 차이에서 발생한다6,25).

3. 향후 석탄재로부터 희토류 회수 연구

3.1. 석탄재 종류별 희토류 회수 공정
석탄재로부터 희토류 회수를 위해 현재까지 수행된 관

련 자료를 조사하였다. 석탄재로부터 희토류 성분을 회수
하기 위한 선별 및 습식제련 연구는 주로 PC 발전소로부
터 발생된 석탄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석탄재 중에서
도 비산재(Fly ash)를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최근에는 PC 

발전소 보다 연소 온도가 낮은 CFBC 및 FBC 보일러로부
터 발생된 석탄재를 대상으로 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으나, 

관련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CFBC 보일러는 PC 보일
러에 비해 청정 화력발전으로 알려져 있어, 미래 화력발
전 사업으로 계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14). 이러
한 이유로, 현재 주로 사용하고 있는 PC 보일러형과 미래 
발전 가능성이 높은 CFBC 보일러로부터 회수되는 석탄
재에 대한 특성을 따로 분류하여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
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2. 선별과 습식제련 공정 연계
희토류 성분 선별을 위해 입도 분리, 자력 선별, 비중선

별 및 부유선별을 이용한 연구가 발표되었으나, 선별 공
정만으로는 희토류 성분의 농축율 증가는 낮게 나타나는 
특성을 보였다. 선별에 사용되는 석탄재 중 희토류 성분
의 초기 농도 차이는 있으나, 선별 공정을 통해 1,200 ppm 

이상 증가하기는 어려웠으며, 컬럼 부유선별 공정에서만 
약 4,700 ppm(석탄재 원시료: 431 ppm)까지 향상 가능함
을 확인되었다. 하지만 부유선별의 경우 희토류 성분의 
회수율이 20% 이하로 낮게 나타나는 특성을 보였다. 습
식제련연구에서는 석탄재를 강산 또는 강알칼리성 용액
에 직접 투입하는 방법과 알칼리 용융 처리 후, 침출 공정
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PC 발전소로부
터 발생된 석탄재는 알칼리 용융 처리 후, 침출할 경우 침
출 효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소 온도가 낮
은 발전소(FBC 및 CFBC 보일러)의 경우, 알칼리 용융 처
리 없이도 침출 효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Fig. 10은 PC(Fig. 10(a)) 및 FBC 보일러(Fig. 10(b))에
서 발생된 석탄재로부터 희토류 회수를 위한 관련 연구자
들이 제시한 공정을 나타낸 것이다6,8). 두 종류의 공정 모
두 침출 공정이 주요 공정으로 나타냈으며, PC 보일러 석
탄재를 대상으로 한 공정도에서는 물리적 선별 및 전처리
를 실시한 후 침출, 고/액분리 후 정제 순으로 제시하였다. 

FBC의 석탄재는 침출, 용매추출 및 정제 후 산화물 제조

Fig. 10. (a) The experimental flowsheet of the combined process8) and (b) Schematic diagram of REEs recovery from coal 

using the FBC method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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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순서로 제시되었으며, 각 공정은 석탄재의 특성에 따
라 차이가 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PC 보일러로부터 발생
된 석탄재에 포함된 희토류는 알루미노실리케이트에 분
산된 상태로 포획되어 있기 때문에 물리적 선별을 통해 맥
석광물을 분리한 후, 전처리를 통해 용해성 물질로 상 변
화 후 침출 공정에 적용하는 방식이다. FBC의 경우, 석탄
재에 포함된 희토류가 석탄 원시료에 포함된 함희토류 광
물에 포획된 상태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처리 없이 직
접 침출을 적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침출 공
정에 사용하는 침출용액과 맥석 간 반응에 따른 침출 효율 
감소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검토 결과에 따라 물
리적 선별을 통한 맥석 광물의 분리 연구도 함께 필요하다
고 생각된다. 

3.3. 대규모 처리 시스템
석탄재로부터 희토류 성분 회수는 경제성 확보가 필요

하며, 이를 위해 대규모 처리 능력을 가진 회수 시스템 구
축 및 희토류 성분의 제품화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국내 기준, 약 800 만톤 이상의 석탄재가 발생하며, 에너
지 생산을 위해 운영하는 화력발전소로부터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특성이 있다14). 이에 희토류 회수를 위한 지속가
능한 대량 처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경
제성 확보를 위한 추가 부분(교통, 시약, 환경보호 및 최종
산물)등에 대한 분석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석탄재로부터 희토류 회수를 위한 선별 및 습식제련 부
분의 자료를 조사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하고
자 한다. 석탄재로부터 현재까지 희토류 회수를 위해 적
용된 선별 실험은 주로 PC 보일러로부터 발생된 석탄재 
중 비산재를 실험대상으로 입도분리, 자력, 비중 및 부유
선별법 등을 이용하여 연구하고 있다. 컬럼 부유선별을 
제외한 물리적 선별을 통한 희토류 성분 농축은 1,200 

ppm 이하 수준으로 낮게 조사되었고, 희토류의 농축이 가
장 높은 방법은 컬럼 부유선별(최대 4,700 ppm)로 확인되
었다. 선별 공정을 통해 희토류 성분의 농축 가능한 수준
은 수 천 ppm 정도로 낮기 때문에, 선별 공정 이후 회수된 
산물을 대상으로 습식 제련 공정을 통한 추가 농축 처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습식제련 공정은 보일러 연소 

온도범위가 다른 PC 보일러 및 FBC 보일러로부터 회수
된 석탄재 중 희토류 침출에 대한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
다. PC 보일러로부터 발생된 석탄재에는 희토류 성분이 
알루미노실리케이트 상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알칼리 
용융과 같은 전처리 후, 침출공정에 적용하는 것이 효율
적인 공정으로 제시되었다. FBC 보일러로부터 발생된 석
탄재 중 희토류 성분의 침출은 PC 보일러에서 발생된 석
탄재를 대상으로 한 침출에 비해 침출효율이 높게 나타났
으며, 이는 석탄재 중 주요 물질의 성상 차이로부터 발생
된 결과이다. 향후 석탄재로부터 희토류 회수를 위한 연
구를 위해서는 발전소 배출원별 석탄재의 분류와 이에 따
라 변화가 필요한 선별 공정 및 연계가 가능한 습식침출 
공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석탄재 중 포함된 맥석 광
물 또는 주요 광물이 습식공정에서 문제를 야기하는 부분
이 아닐 경우, 선별공정이 전체 공정에 필수적으로 포함
될 필요는 없으나 희토류 이외의 물질을 재활용 또는 재이
용하기 위해서는 침출 공정 이전에 선별공정을 적용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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