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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1. 기획 연구의 배경 및 방향

가. 기획 연구의 배경  

○ 희토류 소재와 국내산업 관련 문제점 

- 우리나라는 4차 산업 발전으로 희토류 소비가 증가하면서 희토류 소재의 공급 안정성이 중

요한 쟁점이 되었음

- 우리나라는 희토류 부존자원이 없어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큰 약점이 되고 있음

- 최근 희토류는 국제정치에서 무기화되면서 우리나라는 이를 반드시 해결해야 할 입장임

나. 희토류 국산화 기획 연구의 방향  
○ 희토류 생산기술의 문제점 

- 현재 생산기술 방식은 환경오염이 심하여 문제가 많음

- 국내에서는 환경오염이 아주 적은 석탄재 희토류 제조기술이 개발됨

○ 희토류 국산화 기술의 요건 

- 기술 실증이 입증된 기술

- 환경오염 감축 기술

- 석탄재 원료사용에 따른 다양한 이점 보유

- 온실가스 감축 가능

- 경제적 자립 가능성 

○ 희토류 국산화 실증사업 기획 방향 

- 석탄재 원료사용으로 환경오염 방지 및 국내 공장 설립 가능

- 석탄재 원료사용으로 다양한 희토류 원소 추출 가능

- 농축공정과 추출공정을 분리하여 효율적 운영으로 대량의 원료 수급이 가능한 체계 수립

- 석탄재로부터 산업부산물 획득

- 온실가스 감축 : 석탄화력발전소의 배출 CO2를 원료로 사용 

요 약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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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희토류 산업과 기술 및 시장 동향분석

가. 희토류 산업 현황  

- 중국이 세계 생산량의 70% 차지
- 2019년 우리나라 수입량은 3,441t이며 중국(42%), 일본(39%) 의존함

- 희토류 소재·부품의 부가가치는 화합물의 2배 이상으로 소재·부품 기술개발이 중요

나. 희토류 산업기술 현황분석  

- 자석 분야는 신·재생에너지 산업과 4차 산업 혁명으로 급속한 발전을 하고 있음

- 연마재 분야는 기술적으로는 일본이 앞서있으며 우리나라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생산 분야

에서 시장 점유량이 많음

- 배터리 분야는 국내 기업 총량이 세계시장에서 1위임 (2020년 35.6%)

- 형광체 분야는 원천기술은 대부분 해외기업이며 우리나라는 생산 분야 수준 높음

다. 희토류 산업시장 현황분석  

- 중국의 시장 장악력을 줄이기 위한 각국의 정책적 움직임이 있으나 실효 없음

- 전 세계 희토류 소비량은 2019년 기준 139,600t이며 2029년까지 30% 증가 전망

- 자석 분야는 친환경(전기, 수소) 자동차와 풍력발전으로 67% 증가 전망 예상 

라. 각국의 희토류 정책 동향분석  

- 중국 : 희토류 수출 통제 정책 유지 중

- 미국 : 수입선 다변화와 국내생산 재개 및 새로운 대체기술 개발

- 일본 : 자원 재활용과 대체기술로 중국 수입 의존도를 40% 이하로 감축 :한국에 대한 전략

제품 수출 통제시행 중 (화이트리스트 배제)

- 우리나라 :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과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중이며 구체적인 추진 대상을 발굴하여 지정함.

3. 석탄재 희토류 개발 기술 분석

가. DOE의 석탄재 희토류 개발 기술  

○ 기술개발 배경 

- 중국 의존도 탈피

- 석탄재 희토류 개발 가능성 인식(석탄재 속의 다양한 희토류 부존, 연소에 따른 농축 효과, 

Powder 상태 등)

○ 석탄재 희토류 기술개발 추진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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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500ppm 농도 분포의 석탄재 선택

- 희토류농축 목표 100배로 2% 이상 정광 제조 

- 90~99.99% 순도 제품생산 목표

- Acid Leaching 방식 (환경오염 문제 극복 연구 중이나 아직 미해결 상태)

- 원광석과 다른 조성으로 추출기술 개발 필요성 인식

- 다양한 자원에 관한 희토류추출 연구 병행 및 다양한 접선기술 적용 연구

- 2016~2020년 사이 550억 원 연구비 투입 

나. 국내 석탄재 희토류 농축기술 개발  

○ DOE 문제점 벤치마킹  

- 황산 Leaching 문제점 인식

- 희토류 농축공정에 탄소 광물화 기술과 NaOH Leaching 및 Recovery 기술개발

○ 국내 석탄재 농축기술 공정 개요 

- 물리적 선별 : 미분화 및 자석, 비중 분리

- Hydration 및 Hydrate 분리

- NaOH Leaching 및 REE Precipitate 분리

- CO2 Carbonation 

- Al(OH)3, SiO2 부산물 분리공정

- NaOH Recovery & Recycling

- CaCO3, MgCO3 부산물 분리공정

- REE Precipitate에 대한 Filtration & Drying 

○ 국내 석탄재 농축기술 개발 공정의 검증 

- 열역학 데이터에 의한 열화학 반응의 자발적 반응과정 검증

 → △G = △H-T△S 값이 (-) 조건 유지하면 자발적 반응 가능

- Fact Check 실험에서 Hydration, Leaching, Carbonation, NaOH Recovery 반응 등이 확인됨 

다. 석탄재 희토류농축 개발 기술비교  

- Acid Leaching이 없어서 환경오염 최소화

- NaOH 재활용 반응에 의한 공정비용 절감
- NaOH의 Silica Leaching으로 희토류 회수율 증가
- NaOH의 Silica Leaching으로 Sc 회수 가능
- 발전소 배출 CO2를 원료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감축 효과
- 석탄재 부산물 회수에 의한 경제성 향상

4. 석탄재 희토류 실증사업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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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의 기본방향  

○ 사업의 비전 

- 희토류 국산화로 대외 의존도 감소 및 수입협상력 강화

- 국내 희토류 공급 증가로 소재부품 산업 발전에 기여

- 지속가능성-친환경 희토류 제조기술 개발로 미래기술을 견인

○ 실증사업의 정량적 목표 
- 발전소 농축설비 1기당 2,000MW 석탄재 발생량 처리설비 수준(2000MW당 474,682.5톤/년 석

탄재 처리)

- 국내소비 희토류 1/10 공급 (344톤/년) 

- 석탄재 총 원료는 20% 투입 손실 고려하여 2,150,000톤/년

- 농축설비 숫자는 5대

- 추출설비는 21,500톤/년 처리 규모

- 온실가스 감축량 목표 : 605,143톤/년

- 온실가스 감축 인증서(CER) 획득

- 산업부산물 생산 목표 : 860kg/석탄재 1톤 

나. 석탄재 희토류농축 실증화 사업의 기술계획  

○ Mini Pilot 구축계획 

- 석탄재 처리량 : 3,500톤/년

- 희토류 정광 생산량 : 87.5톤/년 - 희토류 생산 속도 : 10kg/h

- 구축비용 : 70억 원 - 사업 기간 : 2년

○ 실증사업 플랜트 농축공정 구축계획 

- 1단계 : 전처리 공정 : 1,445톤/일 규모 x 5set (1개는 실증화, 4개는 민간투자사업)

- 2단계 : Hydration 및 Hydrate 분리

- 3단계 : NaOH Leaching 및 REE Precipitate 분리

- 4단계 : CO2 Carbonation 및 Al(OH)3, SiO2 부산물 분리공정

- 5단계 : NaOH Recovery & CaCO3, MgCO3 부산물 분리공정

- 6단계 : REE Precipitate에 대한 Filtration & Dr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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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석탄재 희토류추출 실증화 사업의 기술계획  

○ 추출 플랜트 목표 

- 65.45톤/일 규모의 정광 추출설비

- 년 344톤 희토류 국산화 생산 공정 개발

- 석탄재 기반 스칸듐 추출기술 확보

○ 실증사업 플랜트의 17개 희토류 추출공정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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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석탄재 희토류 실증화 사업의 원료 수급계획  

○ 원료 현황 

- 국내 석탄재 발생량은 2018년 기준 938만 톤

- 이중 순환유동층 석탄재 발생량은 약 550만 톤

- 국내 슬래그 발생량은 2017년 기준 2,649만 톤 

○ 국내 석탄재 속의 희토류 함량 

- 석탄재 속의 희토류 함량은 200~400ppm으로 높은 편이다

- 제강슬래그는 희토류 함량이 20ppm 미만이며 고로슬래그는 100~160ppm

○ 원료 수급계획 

- CFBC 발전소 지역에 농축설비를 운영하여 농축 정광을 수급받는 방식

- 고로슬래그는 가격이 높은 관계로 스칸듐 회수를 전제로 원료 수급을 해야 함

마. 석탄재 희토류 실증화 사업추진 계획  
○ 추진 전략 

- 실증사업의 상용화를 달성을 위한 『목표지향적 기술개발』

-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 희토류 국산화 사업의 장기안정성을 위한 『수요기반 인프라 동시 구축』 

○ 사업추진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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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 범위 : 450,000톤/년 농축 플랜트 5개 + 22,500톤/년 추출 플랜트 1개로 구성

- 예타 사업 범위 : 450,000톤/년 농축 플랜트 1개 + 22,500톤/년 추출 플랜트 1개

- 민간투자 사업 범위 : 450,000톤/년 농축 플랜트 4개

- 지자체 사업 : 희토류 소재 산업단지 (희토류 가공 산단, 산단 지원센터, 실증연구지원센터)

○ 사업추진 일정 

- 총 사업 기간 : 4년

- 기술검증 설계 인허가(18개월), 건설(30개월)

○ 사업비 분석 

- 예타 사업비 : 750억 원( 농축 플랜트 444억 원 + 추출 플랜트 306억 원) 

- 민간 투자사업 : 농축 플랜트 4기 + 부대시설

 → 농축 플랜트 1기 : 450억 

 → 발전소 원료 연계시설 1기 : 100억 원

 → 민간 총투자비 : 2,200억 원

- 지자체 연계사업

 → 희토류 미니 Pilot : 70억 원(국비 35억 원)

 → 희토류 가공산업단지 : 580억 원

 → 산업단지 지원센터 : 200억 원

 → 희토류 소재 후방산업 지원 : 400억 원 

 → 지자체 연계 총사업비 : 1,25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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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석탄재 희토류 국산화 실증사업 타당성 분석

가. 필요성 및 시급성  

○ 필요성 

- 희토류 산업과 국내 소재·부품 산업의 밀접한 연관성으로 소재·부품 산업이 발전하려면 

반드시 국산화가 필요함

- 주변국과의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의 경쟁 구도 극복의 필수 요소  

- 희토류 가공기술 개발 필요성

 → 희토류 소재·부품 수입을 대체하는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국내 희토류 공급 여건이 개선

되어야 함

- 새로운 희토류 제조기술 선점 개발 당위성 

- 희토류 관련 기업의 수요조사 결과 사업참여 의지가 높음

○ 개발 시급성 

- 자동차와 4차 산업혁명 분야의 급속한 발전 속도에 대응

- 미-중 희토류 분쟁으로 미국 DOE의 조기 기술개발 선점 가능성 

- 희토류 대체기술 개발에 대한 선제적 대응

나. 사업추진 타당성  

○ 정책적 타당성 

- 『한국형 그린뉴딜 종합계획』

 → 10대 추진과제 중 7개 과제가 희토류 소재 산업과 관련되었음

 → 구조적 변화 적응･선도하기 위한 (정부의) 토대 구축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 강력한 추진체계를 통한 전방위적 지원을 포함

-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19~’23)』

 → 플랫폼·표준화·실증 위주로 기반구축 방식 전환

- 『2019-2021 산업기술 R&D 정책 투자전략』

 → 투자 분야가 희토류 소재를 기반으로 하는 첨단소재라는 점

 → 민간의 고위험 분야 도전 리스크를 정부가 공유 

○ 과학 기술적 타당성 

- 석탄재 희토류 농축기술의 우수성

 → 새로운 기술로써 개발 가치가 매우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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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선점을 통하여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이바지할 수 있음

- 새로운 친환경 희토류 공정기술 

 → 친환경 희토류 제조기술로써 보급 필요성이 매우 높음

 → 석탄화력발전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비전을 제시함 

○ 경제적 타당성 

- 스칸듐 제조 기술개발 제외 사업의 경제성 → IRR 5.81%, BC 1.168

- 스칸듐 제조 기술개발 포함 사업의 경제성(수율 30% 기준) → IRR 16.6%, BC 3.143 

다. 정부 지원 필요성  

○ 정부 정책 부합성 

- 석탄재 희토류 국산화 실증사업은 정부의 정책 실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적 요소를 갖

춘 사업이므로 정부의 사업지원이 타당함

○ 정부 선도 역할 필요성 

-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발표한 정책에는 정부의 선도적 역할을 명시

하는 다음과 같은 정책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정부의 지원 필요성이 있음

- 구조적 변화 적응･선도하기 위한 (정부의) 토대 구축

- 강력한 추진체계를 통한 대대적 지원

- 플랫폼·표준화·실증 위주로 기반구축 방식 전환

- 민간의 고위험 분야 도전 리스크를 정부가 공유

○ 경제적 지원 필요성 

- 희토류 제조사업

 → 스칸듐 소재 생산기술 개발에 따른 막대한 부가가치 창출과

 → 석탄재 부산물 회수에 따른 수익성이 높아 민간의 투자가 가능한 사업이나

 → 석탄재 희토류 제조기술은 아직은 상용화 기술이 아니므로 민간에서 선제적으로 투자가 

어려운 사업임

 → 따라서 석탄재 희토류 국산화 사업은 정부의 사업비 지원이 필요한 예타 사업으로 추진

하는 것이 바람직함

라. 기대 효과  

○ 과학 기술적 기대효과 

- 새로운 희토류 자원 발굴

- 고도의 열화학적 반응기술에 기반한 신개념 희토류 제조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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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희토류를 동시에 생산 가능한 기술개발

- 미래 지향적인 청정 희토류 제조기술 

○ 사회 경제적 기대효과 

- 희토류 국산화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과 일자리 확대

- 석탄재/CO2 재활용 효과로 석탄자원과 석탄화력발전소의 지속가능성 비전을 제시함 

- 미래 소재 산업 견인으로 희토류 강국 도약 

5. 희토류 함유 폐자원 재활용

가. 사업의 기본방향  

○  개요 

- 촉매, 자석, 형광체, 광학유리, 이차전지 등의 폐자원으로부터 희토류 소재 재활용을 위한 

전처리 기술과 희토류 금속회수 

- 국내 희토류 공급 증가로 소재부품 산업 발전에 기여

- 지속가능성-친환경 희토류 제조기술 개발로 미래기술을 견인

○ 사업의 목표 

- 희토류 재활용 공통 핵심기술/장치 개발 및 오픈형 재활용 플랫폼 구축/운영

- 다양한 산업 발생 폐자원 전처리 및 희토류 농축자원 제조기술 개발

- 고효율 희토류 재활용 핵심장치 국산화 제작기술 개발

- 산업용 폐자원으로부터 희토류 금속회수 공통핵심기술 기반 오픈형 재활용 플랜트 구축 및 

운영기술 개발

나. 과제 추진 내용 

○ 다양한 산업 발생 폐자원 전처리 및 희토류 농축자원 제조기술 개발 

- 국내 다양한 산업군에서 발생하는 희토류 폐자원 조사

- 국내 발생하는 희토류 함유 자원 확보

- 폐제품 내 희토류 부품 해체·분리 기술 개발

- 힅초류 소재 분리/농축을 위한 선별기술 개발

- 개발 기술별 장치 제작 및 연계를 통한 전처리 통합 파일롯 플랜트 구축

- 스마트 시스템을 활용한 희토류 폐자원 전처리 플랜트의 최적 운영관리

- 개발된 희토류 폐자원 전처리 공정의 경제성/환경성 분석

○ 고효율 희토류 재활용 핵심장치 국산화 제작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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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용 폐제품으로부터 희토류 농축자원 분리/선별 국산화 장치 개발

- 고효율 원심분리형 용매추출 장치 국산화 기술 개발

- 에너지 절감형 희토류 금속 회수 및 고순도화 시스템 국산화 기술 개발

○ 산업용 폐자원으로부터 희토류 금속회수 공통핵심기술 기반 오픈형 재활용 플랜트 구축 

및 운영기술 개발

- 희토류 금속회수 공통기술 기반 오픈형 파일롯 플랜트 구축 및 운영기술 개발\

- 재활용 희토류 금속별 고순도화 기술 개발

- 오픈형 희토류 재활용 플랫폼 및 기업지원 체계 구축기술 개발

다. 과제 추진 전략

○ 다양한 산업 발생 폐자원 전처리 및 희토류 농축자원 제조기술 개발

- 희토류는 친환경 자동차, 신재생에너지, IT, 의료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희토류 산업 중요성이 중대되고 있음

- 미래산업의 핵심원소인 희토류의 확보 방안 모색이 필요하며, 자원 부족 국가로서 재활용을 

통한 희토류 확보가 절실

- 자원 내에는 다양한 유가자원이 존재하며 상용화 기술 확보시 광석 제련 대비 높은 효율의 

희토류 생산이 가능함

- 국내 폐자원 재활용 기술 개발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초 기술은 확보되어 응을 통

한 적용이 용이함

- 희토류 재활용 실증화 및 사업화 성공을 위해서는 폐자원 해체/분리와 전처리를 통해 폐제

품으로부터 희토류를 농축하여 자원화하는 기술이 선행적으로 확보되어야 함

-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희토류를 폐자원에서 확보함으로써 희토류 소재 국내 수급 

안정화 및 자원 선순환 구조 확립이 가능함

○ 고효율 희토류 재활용 기술 기반 핵심장치 국산화 제작기술 개발

- 국내에서 고효율 희토류 재활용을 위한 장치 개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며 세계적으로도 

재활용 장비를 선점하는 국가 및 기업이 없어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가능함

- 희토류 재활용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핵심기술 기반 고성능 장치의 도입이 필수

적이나, 현재 국내 희토류 재활용 국산화 장비가 없어 개발이 필요

- 고효율 재활용 장치 국산화를 통해 국내 재활용 산업 활성화와 더불어 세계 재활용 장치 

시장 선점 가능

- 희토류 재활용 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국내 원료 수급률 개선을 위해 핵심기술 확보와 고성

능 장치 국산화가 이뤄져야 함

- 희토류 재활용 핵심장치 국산화는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 향상 및 제품 개발을 촉진시키고 

국내 금속 재활용 산업 전반에 파급력 기대 

○ 산업용 폐자원으로부터 희토류 금속회수 공통핵심기술 기반 오픈형 재활용 플랫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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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운영기술 개발

- 기존 희토류 재활용 분야 정부 R&D의 경우 사업 수행기관만이 결과물을 독점하는 문제점

으로 인해 미참여 기업 또는 타분야로 이전‧확산이 미흡한 실정임.

- 정부차원에서 공공성을 갖는 오픈형 플랫폼 개발 및 기업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희토류 재

활용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폐자원에서 희토류를 회수하는 공정의 경우 폐자원의 성상에 따라 적용되는 기술이 상이할 

수 있으나, 전처리를 제외한 후단의 농축, 선별, 추출, 정련 기술은 플랫폼화가 가능함.

- 오픈형 재활용 플랫폼을 활용해 국내 기업들에게 재활용 기술컨설팅, 실증 테스트 등을 지

원하게 되면 실험실 규모에서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 불확실성에 대한 기업투자 우려를 해

소할 수 있음.

- 희토류 재활용 산업 진출 및 사업화 성공에는 높은 기술력/경제적 장벽이 존재하며, 대부분

의 재활용 업체들은 규모가 영세함으로 오픈형 재활용 플랫폼 활용을 통해 기술 및 실증테

스트를 지원받음으로써 사업화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음.

라. 사업 추진방향  

○ 기본 방향

- 폐자원 내 희토류 소재 재활용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및 오픈형 희토류 재활용 플랫폼 구

축/운영

- 폐자원 내 희토류 소재 재활용을 위한 전처리 기술과 희토류 금속회수 공통핵심기술 개발 

및 고효율 희토류 재활용 장비의 국산화

- 공통기술 기반 파일롯 플랜트 구축 및 ICT/IoT 적용 스마트 관리 시스템 개발

- 경제성/환경성을 고려한 국내 희토류 재활용 산업 활성화를 위한 오픈형 플랫폼 구축

- 수요기업 기술지원을 통한 희토류 자원순환 기업의 사업화 역량 강화

○ 장비 및 설비 구축 계획 

- 전처리 및 농축 설비 : 해체·분리 장치, 파·분쇄 장치, 선별/농축 장치, 스마트 관리 시스템

- 희토류 재활용 플랜트 설비 : 침출 장치, 추출 장치, 금속 회수 장치, 침전 장치, 소재화 장

치, 스마트 관리 시스템

○ 추출 대상 희토류 

- 경(輕)희토류 : La, Ce, Pr, Nd

- 중(中)희토류 : Pm, Sm, Eu, Gd

- 중(重)희토류 : Tb, Dy, Ho, Er, Tm, Yb, Lu, Y

○ 원료 수급계획 

- CFBC 발전소 지역에 농축설비를 운영하여 농축 정광을 수급받는 방식

- 고로슬래그는 가격이 높은 관계로 스칸듐 회수를 전제로 원료 수급을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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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환경성 평가  

○ 평가 기법

- 환경성 평가 중 본 연구주제에 가장 적합한 일반적 기법은 전과정 평가 및 처리/사후관리방

안 선행평가와 더불어 환경위해성 평가를 고려해 볼 수 있음

- 국내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새로운 유형이 재활용이나 환경매체와 직접 접촉하는 일정 

규모 이상 재활용의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예측하고 예방, 제거 

방안, 재활용 기술의 적합성 등을 평가하는 재활용 환경성 평가 제도가 있음(2016년 신설)

○ 희토류 재활용 공정 환경성 평가

- 희토류 재활용 공정 환경성 평가는 우선 재활용 공정에 투입되는 희토류 포함 폐자원과 최

종생산물과 생산을 위해 소모되는 중간재나 자원투입 등을 가능한 다양하게 포괄하는 것이 

바람직

- 환경성에 관련된 모든 항목을 전부 포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함

- 희토류 재활용 공정에서 다량 배출된 오염물질 중 환경적으로 가장 유해성이 큰 Target 물

질을 선정, 관련 정보(유해정보, 배출원, 노출경로 등)를 취합하여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

- Target 유해물질에 대한 위해성평가가 완료되면 다른 발암성/비발암성 유해물질을 대상으로 

환경 위해성 평가를 지속하도록 하고, 위해성 평가가 완료되면 전과정평가 등에 의거 재활

용 공정 전체에 소모되는 용수나 전력 같은 자원투입량 등을 추가로 고려하여 이에 수반되

는 오염물질 발생 및 환경적 측면에서의 처리/관리부담을 산정

- 전과정 평가 시 주요 Target 물질이나 주요 자원에 대한 올바른 물질흐름분석이 선행되어

야 하며 특히 폐기/재활용 과정에서의 환경오염에 주의

바. 경제성 평가  

○ 평가기법

- 희토류 함유 폐자원 중 희토류 회수를 위한 경제성 평가법은 희토류 함량을 이용한 방법, 

희토류 수요, 공급 변화를 이용한 방법, TEA 방법, 공정변수에 의한 경제성 평가 방법으로 

4가지 분류

○ 희토류 재활용 공정 경제성 평가

- 희토류 재활용 공정 경제성 평가는 우선 바람직한 평가 방법을 선택해야함

- 재활용 공정에 대한 특정화가 되지 않아 공통 기술인 침출공정 및 용매추출 공정을 기준으

로 평가를 실시

- 폐자원 역시 다양하여 폐자원 및 함유 원소를 한정짓지 않고 폐자원 일반적인 품위(순도) 

기준으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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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기획연구의 배경 

1. 희토류 산업의 동향분석

가. 희토류 소재 개요  

○ 희토류 금속 원소  

- 희토류(Rare earth elements)는 원자번호 57번 란타늄(La)부터 71번 루테튬 (Lu)까지 15개 

원소 및 화학적 성질이 유사한 제Ⅲ족의 금속인 스칸듐(Sc), 이트륨(Y) 등 총 17개 원소를 

가리키며, 뛰어난 물리 화학적 특성으로 유용하게 활용

○ 희토류 소재의 역할과 특성

- 희토류는 주기율표 제Ⅲ족의 금속으로써 전자궤도에서 1개가 비공유 전자가 강력한 영구자

성강자성(强磁性)을 띠기 때문에 고온에서도 일반 자철광보다 자성 유지특성이 최대 10배까

지 좋아서 고성능 자석 산업 분야에 사용

- 이온 반경이 커서 화학적 배위결합 숫자가 많아 금속 촉매 결합 Base로 사용

- 화학적 안정성이 높아 백금 촉매의 수명을 500배까지 향상시키며, 기저-전이 이온화 에너지

가 커서 형광, 레이저 특성이 강하므로 각종 광학재료로 사용과 우수한 산화 환원 촉매로 

사용되는 등 산업에서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는 화학적 금속 물질임

- 아울러 타 금속과 혼합하면 입자를 미립화시켜 응집성을 높이는 특성으로 물질의 균열을 

방지하므로 알루미늄 합금의 경우 강도를 대폭 향상하는 역할

○ 희토류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에서 핵심소재 역할

- 희토류 금속은 촉매, 자석, 형광체, 광학유리, 2차 전지, 초경공구, 신소재, 디스플레이 등 고

부가가치 첨단산업 분야와 군사 무기 등의 분야에서 전략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성이 

높게 평가됨

- 최근에는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의 핵심인 전기차(고성능 배터리)

와 연료전지/풍력발전의 고성능 배터리에 없어서는 안 될 소재로 사용되고 있음

- 희토류 소재는 미량의 혼합으로

 → 강도를 획기적으로 증가시키거나 ( 알루미늄 + 스칸듐(Sc))

 → 자성이 대폭 향상되거나 ( 네오디뮴(Nd), 디스프로슘(Dy))

 → 산화물의 화학적 안정성으로 광섬유, 광학유리 표면재료 (세륨(Ce), 란탄La))

 → LED, 형광, 레이저 분야 특성을 강화시킴. (이트륨(Y), 유로퓸(Eu), 어븀(Er) 등)

1 기획 연구의 배경 및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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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희토류 소재의 종류와 용도

나. 국내외 희토류 소비구조 변화 동향  

○ 희토류 산업의 성장과 소재 소비구조 변화  

- 과거에 희토류는 화학/정유 산업(62%)을 중심으로 소비가 많았고, 이어서 재료(야금·합금

13%) - 유리·광학(9%) – 자석(7%) – 형광(3%) 순으로 소비가 많음

산업 분포 비율
석유/촉매 62%

자석 7%
유리/광학 9%
재료 야금 13%

형광 3%
폐수/방사선 6%

계 100%
[그림 1-1-1] 기존 희토류 소재의 수요 분포

- 최근에는 전자매체(저장장치), 전기차 모터, 풍력발전기 등에서 희토류 자석의 수료가 폭발

적으로 증가하였고, 유리/광택/세라믹(25.4%) 분야 역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뤘으며 배터리 

분야도 큰 폭의 상승을 이룸

○ 희토류 소재 소비구조 변화와 국내 첨단소재 산업 연관성  

- 희토류 산업이 석유/정유 및 화학에서 → 에너지, 첨단소재 분야로 변해가고 과정과 우리나

라 첨단소재 제조산업 증가도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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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2] 2017년 기준 희토류 산업 분포 

용도 중국 일본/아시아 미국 유럽 기타 계 비율

촉매 14,900 5,700 6,200 1,200 1,200 29,200 23.6%

자석 24,800 2,700 400 300 300 28,500 23.1%

광택 11,500 1,200 700 600 600 14,600 11.8%

배터리 7,400 1,900 400 200 200 10,100 8.2%

합금 6,300 2,500 500 100 300 9,700 7.9%

유리 7,400 1,000 500 200 200 9,300 7.5%

세라믹 4,200 1,200 1,500 300 300 7,500 6.1%

형광 2,300 200 100 100 N/A 2,700 2.2%

기타 6,400 1,600 2,500 700 700 11,900 9.6%

계 85,200 18,000 12,800 3,700 3,800 123,500 100.0%

자료원: 한국자원정보서비스(KOMIS)

○ 국내 희토류 소재 증가 추세 현황  

- 2016→2017→2018년 희토류 수입량은, 2,737톤→3,084톤→3,246톤으로 증가 분야는 자석, 배

터리, 유리 광학 세라믹 등 우리나라 소재부품 산업의 성장과 일치함

< 희토류 화합물(HS 2846) 수출입 현황(단위: 톤)

수출 수입
국가 ‘16 ‘17 국가 ‘16 ‘17
중국 41,584 45,690 중국 16,440 34,340

말레이시아 15,973 23,832 일본 19,034 19,357
일본 4,996 6,262 미국 19,720 9,198

러시아 6,582 5,916 독일 9,322 9,015
미국 1,024 3,052 에스토니아 5,668 4,278

에스토니아 3,392 3,023 한국 2,737 3,084
인도 436 1,985 인도 548 2,411

스리랑카 N/A 1,183 영국 940 1,996
영국 218 1,175 스페인 553 771
독일 701 760 브라질 1,272 690
합계 89,219 107,623 합계 81,781 90,946

자료원 : 한국자원정보서비스(KOMIS)

[표 1-1-3] 국내 희토류 수입현황 : 2017년 희토류 금속 178톤 포함 총 3,262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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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희토류 국산화 기술개발 필요성

가. 희토류 산업 관련 국내외 환경  

○ 국내 희토류 제조산업의 낙후성

- 국내 희토류 소재 산업은 『산업 부재형』인데, 그 원인은 국내에서 원료가 생산되지 않고 

가공기술도 개발되지 않아 대부분 가공품을 수입하는 형태

[표 1-1-4] 국내 희소금속에 대한 산업별 성장단계와 해당 소재 종류

(자료원 : 생산기술연구원)
○ 국내 희토류 소재 산업의 구조적 불안정성 문제

- 우리나라의 희토류 재료 소비량은 세계 6위인데, 주변에 희토류 강국인 중국과 일본이 버티

고 있어서 견제가 심하고 구조적으로 희토류 소재 산업에 대한 취약한 구조를 가져서 매우 

불안한 실정

[표 1-1-5] 중국-일본-한국의 희토류 산업에 대한 구조적 특징

(자료원 : 생산기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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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희토류 국산화 보급기술 개발 필요성  

○ 중국의 견제와 압박

- 중국은 세계최대의 희토류 매장국이지만 재활용 산업육성을 통하여 장기적으로 시장 지배

력을 유지하고, 전략적으로 수출 통제를 강화와 함께 주변 국가와의 정치적 마찰에도 희토

류 수출 통제 카드를 활용하여 압박하는 정책을 구사하고 있음(국내 2018년 기준 57% 희토

류를 중국에서 수입)

○ 일본의 견제와 압박

- 일본은 비록 희토류 자원 빈국이지만 세계 최고의 희토류 가공산업 기술을 갖고 있고, 재활

용 순환시스템도 갖고 있어서 희토류 소재 산업 강국의 지위를 유지

- 최근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맞서 수입선 다변화, 자원탐사(미나미토리섬)를 통한 자체 

수급계획 수립 등으로 중국과 맞서며, 오히려 한국에 대한 정치적 카드로 희토류 수출 통제 

카드를 사용하고 있음

○ 희토류 국산화 보급기술 개발 필요성

- 한국은 모든 희토류 금속과 화합물(REO)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재활용 순환구조가 갖

춰있지 않아서 자체수급 능력이 거의 없는 실정

- 이러한 이유로 희토류 강국의 수출 통제에 대응할 방법이 없어 관련 희토류 무기화 정책을 

받을 때마다 관련 산업의 타격이 큼

- 장기적으로 희토류를 사용하는 첨단소재 분야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전략산업이므로 이러한 

희토류 통제 압박은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국가기간산업 발전에 중요한 방해 요소이

다. 따라서 희토류 국산화는 국가의 장기적 발전 전략 차원에서 반드시 확보해야 할 분야이

므로 시급히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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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기획연구의 방향 
1. 희토류 생산과정의 문제점 및 대책 분석

가. 희토류 생산과정 분석

○ 희토류 원광석 농축 과정

- 희토류는 순도가 1~10% 원광에서 Bastnaesite, Monazite, Xenotime, Ion-adsorption clay 등의 

원광석을 채취-분쇄-부유선별 과정과 약품 처리 농축과정을 거쳐 희토류 정광을 분리

○ 희토류 제련과정

- 화학적 용해-추출-Stripping-Calcining-세정 등의 복잡한 다단 과정을 거쳐 희토류 산화물

(REO, Rare Earth Oxide)을 제조한 후 금속으로 가공하여 합금 형태로 사용

○ 희토류 원광석 환경오염 및 생산가격

- 희토류 제조에서는 원광 탐사와 채굴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에 대한 많은 투자 리스크가 

있으며 희토류 원소를 농축/추출하는 과정에서도 환경오염에 대한 많은 부담이 발생하여 생

산가격이 다른 금속의 제조과정에 비해 매우 높음

[그림 1-2-1] 희토류 제조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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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희토류 생산과정의 환경오염 문제  

○ 희토류 원광에서 추출과정의 환경오염 문제점

- 물리적 선별과정은 희토류의 농도가 낮으므로 습식처리에 따른 환경오염이 필연적이며 화

학적 처리 과정은 대용량의 강산과 용매 사용

[그림 1-2-2] 희토류 생산과정과 환경오염 배출

다. 희토류 생산과정의 환경오염 감축 방법  

○ 희토류 1ton을 제조하려면 6,300만 리터에 이르는 황산과 플루오르화 수소산(HF)이 혼합된 

폐가스, 그리고 약 20만 리터의 산성 성분 폐수 및 약 1.4 톤에 달하는 방사성 공업 폐수

의 발생

- [그림 1-2-2]에서 보듯이 희토류 원광으로부터 희토류를 생산하는 방식은 환경오염을 피할 

길이 없으므로 희토류 가격이 매우 비쌈

- 희토류 생산에서 환경오염을 줄일 방법은 아래와 같음

 → 함유량이 매우 높은 고품위 원광을 사용해서 그 처리량 자체를 감소

 → 처리 방법을 달리하여 화학약품 사용량을 줄이는 방법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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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희토류 소재 원료별 제조기술 연구 결과 분석

가. 국내 희토류 원광으로부터 희토류 소재 제조기술 개발연구(KIGAM)  

○ 원료 분야 : 희토류 원광석

○ 연구 내용

- 한국지질자원연구원(KIGAM)은 2016년 『국내산 含 희토류광으로부터 희토류 소재 제조기술 

개발』 연구과제 결과를 아래와 같이 발표

 → 국내 희토류 원광으로부터 TREO 기준 40% 정광을 농축한 기술을 개발

 → 황산화 분해/침출 실증화(30kg/d) 공정개발

 → 분리율 99.9% 이상의 다단 용매 추출 공정 확립

 → 전류효율 74%, 금속회수율 96%, 순도 99.9% Nd 금속제조 및 영구자석 개발 등

○ 분석 평가

- KIGAM의 연구 결과는 국내 기술로 해외 생산국가와 같이 희토류 원광으로부터 희토류를 

추출하는 기술을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지만,

- 희토류 생산의 가장 큰 문제인 환경오염을 감축할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과,

- 국내에서는 환경문제로 상용화할 원광이 없다는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는 연구이다.

나. 폐 소재 고부가화 재활용 기술 연구 (KITECH)  

○ 한국생산기술연구원(KITECH)은 2020년부터 5년간 『폐소재 고부가화 재활용 기술』 과

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과제의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 원료 분야 : 폐 소재 자원(도시광산)

○ 과제의 목적 

- 자원고갈을 억제하고 에너지 및 공해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 폐소재 자원을 기반으로 

기존의 성상과는 전혀 다르거나 다기능·복합화된 고부가가치 소재로 재탄생 시키는 친환경

적 소재 기반기술을 개발

○ 해결하고자 하는 이슈

- 폐 소재 자원 재활용 과정에서 자원의 가치를 높여서 새로운 제품으로 재탄생 시키는 소재 

업싸이클링 산업의 활성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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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3] KITECH의 폐소재 고부가화 재활용 기술개발 개념도

○ 세부과제 내용

- (세부과제 1) 

 →대량 발생 공정부산물을 활용한 고품위 금속소재 제 기술

- (세부과제 2) 

 →저품위 공정부산물을 활용한 고품위 금속소재 제조기술

- (세부과제 3) 

 →저가 공정부산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세라믹 소재 제조기술

○ 희토류 회수 분야 과제 기술목표

- 세부과제 1에서 사용 후 폐모터의 고부가화 재활용을 위한 자동화 기반 희소금속 회수 및 

영구자석 소재화 기술이 제시되었음

[표 1-2-1] 희토류 회수 국내외 기술 수준

성능지표 단위 목표 국내 최고 수준 세계 최고 수준

1 폐모터 처리량 ton/day 1 - -

2 희토류 회수율 % 98 95 97 (일본, 동경대)

3  희토류 순도 % 99.5 98 98 (일본, Hitachi)

4 영구자석 성능지수 MGOe+kOe 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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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최종 목표

- 폐 모터 내 영구자석으로부터의 자동화 기반 희토류 회수 및 이를 활용한 고기능 소재 제

조기술 개발 (TRL : [시작] 4단계 ~ [종료] 7단계)

- 희토자석 함유 폐모터 해체·선별 자동화 시스템 구축

- 마그네슘 활용 친환경 건식 희토류 회수기술 개발 

- (폐모터 처리량 1ton/day 이상, 회수율 98% 이상, 순도 99.5% 이상)

- 회수 희토류 원소 활용 고성능 희토류 자석 제조기술 개발 

- (영구자석 성능지수(MGOe + kOe) 70 이상) 

- 고성능 희토류 자석 적용 모터 성능평가

- 회수 희토류 원소 활용 고부가가치 의료용 자성 나노 형광입자 개발 

○ 분석 평가

- KITECH의 연구과제는 희토류 원소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폐 모터로부터 희토류 자석

(Alloy)이나 의료용 자성 나노 형광 입자를 회수하는 장치(혹은 시스템)에 대한 기술개발이

므로 본 과제의 목표(희토류 원소제조 국산화 기술개발)와는 관련성이 없음

- 본 사업은 희토류 제조에 대한 실증사업을 기획하는 것이므로 생산 공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계획과 경제성 및 타당성이 요구되나, KITECH의 과제는 재활용품의 고부가 Upcycling 

연구로써 희토류 원소 제조기술과는 차이가 있음

※ [참고] 도시광산 폐 소재로부터 희토류 원소별 추출공정 (일본 기술)

○ 현재 국내의 희토류 원광으로부터 희토류 원소를 개발하는 기술 수준

- 희토류 원소 농축 광물(정광) 제조기술

- 맥석(Al2O3, SiO2, CaO, MgO 등)으로부터 17개의 희토류 원소를 輕-中-重 순서대로 분리하

는 선진국 공정에 대한 추격형 기술단계 개발이므로 맥석 외에 다른 원소가 복잡하게 혼합

된 희토류 분리기술은 국내에서 불가

- 희토류 추출의 화학반응은 희토류 원광이 Bastnasite, Monazite, Xenotime 등과 같은 일정한 

범위의 화학적 특성과 조성을 기반으로 공정이 개발되었기 때문이며 조성이 다르면 추출 

방법이 상이함

- 바스트나사이트 : (Ce, La, Nd) - 탄산염 형태

- 모나자이트 : (경희토류 Ce, La, Nd, Sm Gd Nd)-인산염 형태

- 제논타임 : (重희토류 Dy, Er, Tb, Yb)-인산염 형태 등으로 조성 구조가 달라 농축과정부터 

서로 상이함

- 복잡한 유가 금속의 함량이 높아지면 주성분 추출공정이 달라지면서 농도가 희박한 희토류 

원소 추출은 더욱 어려움

- 국내 기술은 선진국 기술을 추격 연구하는 단계로써 가능한 공정에서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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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석탄재 희토류 농축기술 개발연구(KIGAM)

○ 한국지질자원연구원(KIGAM)은 2017년~2019년 『탄소자원화 범부처 프로젝트(탄소광물플

래그쉽사업) 과제를 수행

- 본 과제는 “이산화탄소 광물화” 고정 기술에 핵심이 있음

- 소각재 속의 CaO, MgO 성분을 Hydration 반응으로 Ca(OH)2로 전환

- 소각로 배연가스인 CO2와 반응시켜 CaCO3, MgCO3로 전환

 → 소각재의 독성을 중화시켜 소각재를 산업용 골재 재료로 활용

 → CO2를 완전히 고정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

○ 탄소광물화 공정 및 반응 메카니즘

- KIGAM은 해당 기술을 응용하여 CaO, MgO 성분과 CO2의 광물화 반응과정에 NaOH 반응을 혼합

- 석탄재의 주성분인 Al2O3는 Al(OH)3로 수화반응

- SiO2는 SiO2 원래대로 각각을 부산물로 분리 회수

- NaOH는 몰비 반응으로 100% 재활용되는 방식의 반응을 고안

 → 실험실 규모에서 기술을 실증하였다. 이 반응의 구요 공정은 다음과 같음

[그림 1-2-4] KIGAM의 석탄재 희토류 농축공정 기술개발 개념도

○ 탄소광물화 기술의 핵심기술

- CaO와 MgO는 (최종적으로는) CO2에 의해 CaCO3, MgCO3로 전환

- Al2O3와 SiO2는 NaOH로 처리하여 Al(OH)3와 SiO2 분리

- 석탄재 속의 희토류는 극미량의 미분리 물질과 함께 잔류 

 → 희토류가 농축되기 때문에 농축단계에서 환경오염을 대폭 줄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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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희토류 국산화 실증사업 기술 구성 방향

가. 희토류 제조 실증사업 기획 방향의 요소  

○ 희토류 국산화에 대한 실증사업 기술의 필수 요소

- 실증이 가능하도록 입증된 기술

- 환경오염이 배제되어 국내에서 사업추진이 가능

- 대량의 원료확보와 희토류 제조가 가능

- 미래의 첨단소재 원료 공급기술로써 지속가능성이 있는 친환경적 요소 및 경제성

나. 석탄재 희토류 농축기술의 장점 분석  

○ 대량의 희토류를 제조하는 방법에 있어서, 석탄재의 탄소 광물화 방식 희토류 제조기술

을 기존의 원광 희토류 기술과 비교 할 때 다음과 같은 장점을 평가

- 실험실 규모 기술 실증

 → KIGAM은 본 기술에 대한 실험실 규모에서 실증을 완료하여 기술의 성립을 입증되어 실

증사업의 기반이 마련되어 있음

○환경오염 감축 기술

- 석탄재 희토류 기술은 농축과정에서 산(Acid)을 사용하지 않고도 최대 100배까지 농축할 수 

있으므로 환경오염을 크게 줄임

○ 석탄재 희토류 원료 사업의 장점과 적용제한 사항

[표 1-2-2] 석탄재 희토류 사업의 장점

항목 장점

안정적 원료공급 매년 다량의 석탄재 발생량으로 원료 수급이 매우 안정적임

자연적 농축효과 
발생

발전용 석탄의 Ash 함량은 (Fixed Carbon + Volatile Material) 약 
10% 이하로 연소과정에서 약 5배 이상의 농축 효과가 발생
(지각 내 평균 58.5ppm → 석탄재 내 농도 300ppm~500ppm)

분쇄효과 원료석탄은 Pulverizing 형태이므로 원광 분쇄 같은 공정 불필요

사업적용 제한사항
석탄재 탄소 광물화 반응은 CaO, MgO 성분이 필요하므로
SOx 제거와 클링커 방지 목적으로 Flux(생석회)를 공급하는 방식의 
석탄화력발전소만 적용 가능함(소각로는 모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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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가스 감축

- 탄소광물화 공정에서는 석탄재 1ton당 약 300kg의 CO2가 반응하여 CaCO3로 전환되므로 매

우 큰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음

○ 경제적 효과

- 원광 대비 전처리 설비 규모 축소 ( 원광개발에 따른 Risk 없음 ) 

- 농축공정 간소화에 따른 설비감축 효과

- 농축 부산물 활용에 따른 경제성 확대  

다. 희토류 국산화 실증사업의 기술기획 방향  

○ 석탄재 희토류 공정기술을 반영하여 희토류 국산화에 대한 실증사업의 기술 구성

- 1단계 : 석탄재 전처리 및 희토류를 농축하여 정광을 제조하는 단계

- 2단계 : 제조된 정광으로 희토류 원소를 추출하는 단계

○ 희토류 국산화 실증사업 공정의 장점

- 희토류 원료로 석탄재를 사용함으로써 원광과 같은 대규모 처리시설 배제

 → 대규모 환경오염이 없으므로 국내에서 시설 가동이 가능

- 다양한 희토류 원소가 함유된 석탄재 원료사용  

 → 다양한 종류의 희토류를 1개의 공정으로 동시 추출 

- 농축(발전소)과 추출공정(산단) 분리로 효율적 운영  

 → 대량의 원료 수급이 가능한 체계 수립

- 석탄재 폐기물 재활용  

 → 산업용 부산물을 대량 회수하여 경제성 확보

- 배출가스(CO2)를 원료로 사용 

 → 온실가스의 실질적 감축 및 편익 획득

[그림 1-2-5] 희토류 국산화 실증사업 배치계획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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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희토류 재활용 기술개발 사업

가. 희토류 재활용 기술개발 기획방안 요소  
○촉매, 자석, 형광체, 광학유리, 이차전지 등의 폐자원으로부터 희토류 소재 재활용을 위한 

전처리 기술과 희토류 금속회수 공통핵심기술 및 장치를 개발

- 희토류 회수/소재화 공통핵심기술 확립

- 희토류재활용 Pilot plant 구축 및 공정 신뢰성 확보

- 실증형 스마트 희토류 재활용 플랜트 활용

- 희토류 자원순환 기업의 사업화 역량 강화 

나. 희토류 재활용 기술개발 사업 방향

○맞춤형 희토류 재활용 공정 및 상용화 ·실증화 중심 연구를 통한 국가 경제력 강화

- 다양한 산업 발생 폐자원으로부터 희토류 소재를 농축자원으로 제조하는 전처리 기술 확립

- 전처리된 농축자원으로부터 개별 희토류 회수 및 소재화 핵심공통기술 확립

- 희토류 재활용 핵식공통기술 기반 핵심장치 국산화 제작기술 확립

- 개발된 핵심공통기술 기반 오픈형 희토류 재활용 플랫폼 구축 및 운영기술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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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희토류 산업분석 

1. 희토류 소재

가. 희토류 소재의 개요  

○ 희토류 원소

- 희토류는 원소기호 57번부터 71번까지의 란타늄(란탄)계 원소 15개와, 이들과 원소 특징이 

유사한 21번인스칸듐(Sc), 그리고 39번인 이트륨(Y) 등 총 17개의 원소 존재

- 지각에 존재하는 희토류는 그 이름에 비해 실제 희귀하지 않아 예를 들어 희토류 원소 전

체는 지각에서 금보다 200배나 더 많이 풍부하게 분포

- 이트륨(Y), 네오디뮴(Nd), 유로퓸(Eu), 터븀(Tb), 디스프로슘(Dy)은 생산량에 비해 용도가 너

무 많으므로 “크리티컬 희토류”로 명명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원소임

[그림 2-1-1] 희토류 원소의 원자번호

○ 희토류 생성

- 희토류는 지하의 마그마가 분출될 때 지각에 침투되었다가 풍화작용으로 용출되어 지하수

를 타고 지표면을 흐르면서 특정 지역에 특정한 화학적 구조로 특정 집단의 희토류가 농축

된 원광 형태와 석탄층과 같은 점토에 흡착되어 높은 농도로 분포하기도 하는데 이때는 17

개 원소가 골고루 분포하는 특징을 가짐

2 기초자료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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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희토류의 퇴적 과정

나. 희토류 소재의 특성과 역할  

○ 희토류 소재의 특성과 역할  

- 희토류 원소의 특징

 → 희토류는 주기율표 제Ⅲ족의 금속으로써 d 혹은 f 전자궤도에 비공유 전자(한 방향으로만 

회전하는 전자로 인해 자성을 형성)가 있어서 원소 자체가 강력한 영구자성을 가짐

 → 혼합물의 특성으로 자성을 띠는 일반 자철광보다 고온에서 자성(磁性) 유지특성이 최대 

10배까지 좋아서 고성능 자석(모터) 산업 분야에 사용됨,

 → 이온 반경이 커서(외곽 전자 숫자가 최대 17개) 화학적 배위결합 숫자가 많아 금속 촉매 

결합 Base로 사용됨

 → 불규칙 궤도 전이 특성의 이온화 에너지가 커서 형광, 레이저 용도로 사용됨

 → 유리 표면에 화학적 안정성을 부여하여 굴절 반사특성을 향상시켜 각종 광학렌즈 및 광

케이블 재료로 사용됨

 → 이온화 에너지가 커서 우수한 산화 환원 촉매로 사용되는 등 화공/정유 산업에서 매우 다

양하게 사용되는 화학적 금속 물질임

 → 타 금속과 혼합하면 입자를 미립화시켜 응집성을 높이는 특성으로 물질의 균열을 방지하

므로 알미늄 합금의 경우 강도를 대폭 향상시키는 역할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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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네오디움과 디스프로슘의 전자궤도 f(녹색)의 비공유 전자 배열

[그림 2-1-4] 알루미늄(좌측)과 Alloy(Mg 0.33 Sc 0.19 & Zr) 입자 구조(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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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희토류 소재별 용도 

[표 2-1-1] 희토류 소재별 용도

번
호 이름 선택한 응용 프로그램 ppm

21
Sc 스칸듐

항공, 우주 부품용 경 알루미늄-스칸듐 합금 , 메탈 할라이드 램프 
및 수은-증기 램프의 첨가제, 정유소의 방사성 추적제

 22   

39
Y 이트륨

레이저, 마이크로 필터, 고온 초전도체
알루미늄 및 마그네슘 첨가제 합금, 암 치료 , 카메라 및 
굴절 망원경 렌즈 (고 굴절률 및 낮은 열팽창), 배터리 음극

 33

57
La 란탄

고 굴절률 및 내 알칼리성 유리, 부싯돌, 수소 저장장치, 배터리 
전극, 카메라 및 굴절 망원경 렌즈, 정유소용 유체 촉매 분해 촉매

 39

58
Ce 세륨

화학적 산화제 , 연마 분말, 유리 및 세라믹 옐로우 색상용 촉매 
자정 오븐 , 유동 접촉 분해 석유정제용 촉매 ferrocerium의 라이
터 부싯돌 강력한 본질적 소수성 터빈 블레이드 코팅.

 66.5

59
Pr

프라세오
디뮴

희토류 자석 , 레이저 , 탄소 아크 조명용 핵심 재료, 유리 및 에
나멜 착색제 , 용접 고글에 사용되는 유리 첨가제 , (플린트) 제품, 
단일 모드 광섬유 광 증폭기( 불소 도펀트) 유리 

 9.2

60
Nd 네오디뮴

희토류 자석 , 레이저, 유리 및 세라믹의 보라색 색상, 네오디뮴 
유리, 세라믹 커패시터 , 전기 자동차의 전기모터

 41.5

61
Pm 프로메튬 핵 배터리, 방사성 동위원소 -

62
Sm 사마륨 희토류 자석 , 레이저 , 중성자 포획 , masers , 제어봉 의 원자로  7.05

63
Eu 유로퓸 적색 및 청색 형광체 , 레이저 , 수은등 , 형광등 , NMR 완화제  2

64
Gd 가돌리늄

고 굴절율 유리 또는 가닛 , 레이저 , X선 튜브 , 거품 (컴퓨터) 메
모리 , 중성자 포획 , MRI 조영제 , NMR의 완화 제, 자기 변형 합
금 등 Galfenol 크롬 합금 첨가제, 강자기 냉장,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신틸레이터 검출기, 자기 광학 필름용 기판, 고성능 고온 초
전도체 , 세라믹 전해질에 사용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 산소 탐지
기,

 6.2

65
Tb 테르븀

첨가제의 네오디뮴 계 자석 , 녹색 형광체 , 레이저 , 형광등 (트라
이 밴드 백색 형광체 코팅의 일부로서), 자기 변형 합금 등 테르
-D , 해군 소나 시스템의 스태빌라이저 연료전지

 1.2

66
Dy

디스프로
슘

네오디뮴 기반 자석 , 레이저 , terfenol-D 와 같은 자기 변형 합금 
,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의 첨가제

 5.2

67
Ho 홀뮴 레이저 , 광학 분광 광도계 용 파장 교정 표준, 자석  1.3

68
Eb 에르븀 적외선 레이저 , 바나듐 강철 , 광섬유 기술  3.5

69
Tm 툴륨 휴대용 X-ray 기계 , 금속 할로겐램프 , 레이저  0.52

70
Yb 이테르븀 철 합금첨가제, 레이저  3.2

71
Ru 루테튬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 PET 스캔 검출기, 고 굴절률 유리, 형광
체용 루테튬 탄탈레이트 호스트, 정유소 에서 사용되는 촉매, LED 
전구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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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희토류 소재 수급 현황

가. 글로벌 희토류 생산 현황  

○ 글로벌 희토류 생산 현황

- 2018년 기준 전 세계 부존량은 약 1억 2천만 톤, 年 생산량은 17만 톤 규모를 가짐

- 중국을 선두로 브라질, 베트남, 러시아 순으로 부존량이 많으며, 해당 상위 4대 국가의 부존

량은 전 세계의 83.3%를 점유함

- 2018년 기준 중국은 세계 부존량 36.7%, 연간 생산량 70.6%를 차지함

[표 2-1-2] 2018년 기준 국가별 희토류 부존량 및 생산량

국가 부존량 비중(%) 생산량(t) 비중(%)

중국 4,400만 36.7 120,000 70.6

브라질 2,200만 18.3 1,000 0.6

베트남 2,200만 18.3 400 0.2

러시아 1,200만 10.0 2,600 1.5

인도 690만 5.8 1,800 1.1

호주 340만 2.8 20,000 11.8

미국 140만 1.2 15,000 8.8

기타 830만 6.9 9,200 5.4

소계 1억 2천만 100.0 170,000 100.0

자료원 : 미국지질조사국(USGS)

- 러시아, 부라질, 태국, 인도 말레이시아 등은 최근 3년간 생산량이 일정함

- 베트남은 감소하였고 중국, 호주 등은 증가함

- 미국은 중국과 희토류 분쟁으로 인하여 2018년 희토류 생산을 재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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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 최근 3년간 글로벌 희토류 생산 현황

나. 우리나라 희토류 수입량(2019)  

○ 희토류 금속 : 178.4 (중국 92%, 일본 6% 등) → 화합물 기준 약 357톤

○ 희토류 화합물 : 3,084톤 (중국 44%, 일본 30%, 프랑스 10%, 대만 6% 등)  

○ 희토류 소재부품 : 4,100톤 (중국 85%, 필리핀 10% 등)

○ 소재부품 제외 2019년 기준 희토류 수입량은 화합물 기준 3,441톤

[그림 2-1-6] 2019 희토류 수입국별 비중(KIG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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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 2019 희토류 소재별 수입량(KIGAM)

다. 국내 희토류 수입 동향  

○ 희토류 국내 수입현황

- 약 4,000톤/년 소비되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에서 주로 수입

 → 수입국가 비중 : 중국(42%), 일본(39%), 프랑스(12%), 미국(2%), 대만(2%)

○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희토류는 주로 희토류 합금, 산화물 및 완제품 형태로 수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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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합물로는 세륨그룹, 테르븀 그룹, 이트륨, 스칸듐 및 기타 희토류 산화물 등을 수입하

고 있으며, 제품으로는 영구자석과 자화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하는 물품만 수입되고 

있음(영구자석 희토류 수입은 2015년 이후 계속 적으로 증가)

○ 국내의 희토류 관련 시장규모는 3,000억 원 규모로 알려져 있으나 대부분 반제품 또는 

완제품으로 수입

○ 희토류 총수입량은 2008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18년 7,475톤으로 최대 수입량을 

나타내었음. 희토류 총수출량은 2016년 최대치 수출량을 기록하였고, 2017년에는 1,117톤

으로 대폭 감소하였음

※ 시사점  

- 희토류 화합물 수입은 약 3,440만t으로 약 86,000,000$

- 희토류 소재·부품 수입은 약 3,900만t으로 약 165,000,000$ 금액을 기록

- 희토류 소재·부품의 부가가치가 훨씬 높으며 국내 소재 산업이 방향을 제시

3. 국내 희토류 주요소재 산업 흐름도

가. 란타늄(La)  

○ 란타늄 활용 분야

- La은 희토류 원소 중에서 가장 반응성이 큰 물질로 탄소, 질소, 셀렌, 규소, 인 황, 할로겐 

등과 직접 반응함

- 탄화수소에 의한 NOx 생성을 억제하여 디젤엔진에서 분진 발생량을 감소시켜주는 자동차 

촉매제와 원유정제 시 沸石과의 접합에서 넓은 표면적 구조와 화학적 안정화 특성을 이용

한 촉매제로 적합하며 형광특성 및 고 굴절율을 가지고 있어 수소와의 큰 반응성으로 음극

에 산화란타늄이 사용됨

○ 란타늄 수급 동향

- 무역통계에서 관리되는 이트륨 및 란타늄의 수출입 품목은 따로 관리되고 있지 않음.

 → 란타늄의 초기 광물인 희토류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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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연도별 란타늄의 수출입 현황 (단위: 천불, kg, %)

품명/ HS코드 수입 ‘15 ‘16 ‘17 ‘18 ‘19 ‘20

`희토류 금속, 스
칸듐과 이트륨 

란탄늄
(2805300000)

중량 162,693 113,318 178,389 94,647 140,675 69,797

증감율 45.2 -30.3 57.4 -46.9 48.6 -50.2

금액 7,339 3,904 5,671 5,787 9,979 6,596

증감율 123.2 -46.8 45.3 2.0 72.4 -30.8

수출 ‘15 ‘16 ‘17 ‘18 ‘19 ‘20

중량 109,368 16,437 19,300 19,856 15,248 61,113

증감율 502.7 -85.0 17.4 2.9 -23.2 424.5

금액 3,354 227 714 1,086 1,686 2,925

증감율 574.2 -93.2 215.2 52.1 55.2 89.1

출처: 품목별 수출입 자료, 한국무역통계(2020년 기준)

○ 란타늄 물질흐름도

- 국내에 아직 란타늄 광산, 정제 및 제련 시설의 부재로 물질흐름도에는 1차 가공부터 전량 

수입으로 제조 흐름이 시작됨

- 중간제품과 최종 제품에서 스크랩이 수집되고 있으나 재 자원화하지 못하고 폐기로 이어지

고 있으며 중간제품에서 소량이 수집단계를 거치지 않고 폐기되는 특징이 있음

[그림 2-1-8] 란타늄의 간이 물질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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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료 및 1차 가공품

- 현재 우리나라의 희토류 광산은 품위가 낮고 경제성 있는 광산이 전무한 것과 더불어 정제 

기술 낙후로 란타늄 광석인 모자나이트와 바스트나사이트에 대한 수출입은 전무한 상황임

- 란타늄의 1차 가공제품 제품은 원료 및 기초소재에서 가공된 산화란타늄과 산화 란타늄의 

제련에 의한 란타늄 괴와 희토류 금속의 합금인 미시 메탈로 구분됨

[표 2-1-4] 국내 란타늄 1차 가공제품 품목별 국내 수급량

분류 수입량(ton) 수출량(ton)  수급량(ton)

산화란타늄 632 0 632

란타늄 괴(잉곳) 0 0 0

미시메탈 30 0 30

계 662 0 662

출처: 품목별 수출입 자료, 한국무역통계(2015년 기준)

- (산화란타늄) 1차 가공제품인 산화란타늄은 모자나이트와 바스트나사이트를 정제하여 만들

어진 제품

 → 국내에는 이를 제조하는 회사는 없고 무역상을 통하거나 자체적으로 수입하여 제공

- (란타늄 괴(잉곳)) 국내 산화란타늄을 정제 및 제련하여 란타늄 괴로 만드는 업체 및 설비가 

전무. 

- (미시메탈) 첨가 원소로써 이용하여 발화합금을 만들거나 내열 합금, 주철에 첨가. 보통 

50% 세륨과 란타늄, 네오듐 등의 희토류 원소 50%를 포함하는 희토류 원소의 합금이나 종

류에 따라 함유량은 달라지며, 탈산제, 접종제, 흑연 구상화제로 활용

○ 중간제품단계

- 1차 가공제품에서 중간제품으로는 산화란타늄과 미시메탈이 투입되며 산화란타늄에서 중간

제품은 자동차 촉매, 기초 무기화합물, 전지, 유리, 연마, 형광체로 투입되며, 미시메탈에서

의 중간제품은 합금첨가제, 발화합금으로 수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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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5] 란탄 중간제품의 국내 수급량

- (자동차 촉매) 자동차 촉매에 사용되는 란타늄의 형태는 산화란타늄(La2O3)이며, 자동차 등

의 내연기관에 배기가스의 정화용 촉매 중 알루미나에 세리아(CeO2), 란타늄 등의 제2, 제3 

물질을 함유시켜 백금족 금속을 담지시킨 것을 워시코트(Wash coat)한 촉매를 활용

- (석유화학촉매) 석유의 유동 접촉 분해(FCC: Fluid Catalyst Cracking)프로세스는 고옥탄가의 

가솔린 기재를 생산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었지만, 최근에는 중질유의 유효한 업 grading 

프로세스의 하나로 자리 잡으면서 FCC 촉매에 촉매 보조제로 활용

[참고] 국외의 FCC 촉매함량 조사 연구에 따르면 FCC 촉매 중 La의 함량은 2700ppm(=0.27%)

임. (DOE, Regeneration of Hydrothreating and FCC Catalysts)

- (연마제) LCD용 유리, PDP용 유리, 판유리, 자동차용 유리, 정밀광학렌즈, 안경유리, 고급 

연마제 등의 연마재로 사용됨. 연마재의 경우 최종 산업(제품)으로 직접 사용되지 않고, 사

용 후 수집되는 2차 자원 발생을 보임. 

 → 이들은 재활용되지 않고 폐기되는 물질 흐름 특성을 보여줌

- (형광체) La2O3는 형광램프, 디스플레이, 광회로 부품, 광 센싱 기기 등에 형광체로써 사용

됨. 형광램프는 유리관 안벽에 칠해져 있는 형광체를 자극해 가시광선을 발생케 함으로 빛

을 냄

- (니켈수소전지) Ni-MH 전지의 양극은 니켈도금 스틸에 수산화니켈, 산화코발트 등이 도포되

어 있으며, 음극은 수소저장 합금(니켈, 희소금속 La, Co, Mn, Al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광학용 유리) La2O3를 유리에 첨가하면 색의 변화 없이 고굴절률이 가능함

분류
투입량
(ton)

수입량
(ton)

수출량
2차자원 발

생량
수급량
(ton)

자동차 촉매 316 3 0 0 319

기초무기화합물
(FCC 촉매)

0 192 0 0 192

연마재 44 241 0 285 0

전구램프 및 조명장치
(형광체)

13 5 0 0 18

기타전자제품
(니켈수소전지)

259 4 0 0 263

기타 광학기기
(광학용 유리제품)

0 192 0 58 134

기타 비철금속
(1차 제품)

30 1 0 0 31

합계 662 638 0 343 957

출처: 2015년 산업연관표, 한국무역통계, 국산 거래표 품목별 수출입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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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메라, 현미경, 망원경, 적외선 흡수 유리 등 광학렌즈용 유리에 첨가제로 사용되며 이들

은 전량 일본 수입에 의존

- (기타 비철금속, 1차 제품) 미시 메탈에서는 수%의 철을 포함

 → 알루미늄합금, 마그네슘합금, 니켈합금 등 비철금속에서도 첨가하여 성질을 개선 또는 탈

산제로 사용되며 발화합금으로 사진용 플래쉬, 조명탄, 불꽃, 라이터 등에 사용됨

 ○ 순환단계

- 중간제품단계에서 연마재, 기타광학기기(유리)에서의 스크랩과 최종 제품에서 발생하는 2차 

자원 발생량으로부터 수집

 → 스크랩은 수집되어 2차 흐름이 연결되지만, 재자원화 기술 부재로 전량 폐기하는 상태임

나. 세륨(Ce)  

○ 세륨 활용 분야

- 고 연마성, 고 굴절율을 가지고 있어 광학기기, 연마재에 응용, 열 안정성과 산소 치환기가 

있어 산화용 촉매로 자동차나 FCC 촉매로 사용됨

○ 세륨 수급 동향

- 국내에서 세륨은 연마재 외 다양한 쓰임새로 산화 세륨 및 세륨 화합물이 무역통계로 산정됨

- 국내 생산되고 있지 않으며 수입에 의존하며 산화세륨의 상위코드인 세륨 화합물로 조사됨

- 무역통계에서 관리되는 이트륨 및 란타늄의 수출입 품목은 따로 관리되고 있지 않아서 란

타늄의 초기 광물인 희토류로 조사됨

[표 2-1-6] 연도별 세륨의 수출입 현황 (단위: 천불, kg, %)
품명/ HS코드 수입 ‘15 ‘16 ‘17 ‘18 ‘19 ‘20

세륨 화합물 
(284610000)

중량 1,229,326 1,261,735 1,058,839 1,285,243 1,585,716 1,776,783

증감율 9.7 2.6 -16.1 21.4 23.4 26.9

금액 16,214 18,319 14,435 21,716 26,888 29,564

증감율 -0.5 13.0 -21.2 50.4 23.8 22.5

수출 ‘15 ‘16 ‘17 ‘18 ‘19 ‘20

중량 246,018 141,044 67,054 6,913 11,386 9,639

증감율 995.4 -42.7 -52.5 -89.7 64.7 -15.1

금액 1,831 268 602 115 160 163

증감율 3,857.7 -85.4 124.3 -80.8 39.0 3.3

출처: 광물자원 매장량 현황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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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륨 물질흐름도

- 국내에는 세륨 광산, 정제 및 제련 시설의 부재로 물질흐름도에는 1차 가공제품이 전량 수

입에 의해 흐름이 시작됨

- 1차 가공 단계, 중간제품, 최종 제품에서 스크랩이 수집되고 있으나 재자원화하지 못하고 

폐기로 이어지는 흐름을 보임

[그림 2-1-9] 세륨의 간이 물질흐름도

○ 원료 및 1차 가공품

- 현재 우리나라의 희토류 광산은 품위가 낮고 경제성 있는 광산이 전무한 것과 더불어 정제 

기술 낙후로 희토류 광석에 대한 수출입은 전무한 상황

- 원료 및 기초소재에서 미시메탈, 세륨화합물 형태로 수입됨

 → 미시메탈에서의 1차 제품인 탈산제는 수집됨. 세륨 화합물은 발화합금, 연마재, 자동차 촉

매, 형광체, 연료전지, 화학제품으로 투입됨

 → 미시메탈에서의 발화합금은 최종제품 단계의 화학제품으로 이용됨

[표 2-1-7] 국내 세륨의 1차 가공품 현황

1차 가공제품 수입량 (ton) 수출량(ton) 수급량(ton)

세륨 화합물 422.3 0 422.3

미시메탈 3.2 0 3.2

탈산제 0.2 0 0.2

합계 425.7 0 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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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제품 단계

- 중간제품으로의 국내 수급량은 연마재, 형광체, FCC 촉매가 수입

 → 수송 장비, 전기 및 전자기기, 석유 및 석탄제품, 전력, 가스 및 수도로 투입

 → 중간제품 단계에서 연마재는 수집됨

[표 2-1-8] 세륨 중간제품에서 최종 제품으로 국내 수급량 

중간제품 투입량(ton) 수입량(ton) 수출량(ton) 수급량(ton)

연마재 연마재 208 485 0 693

전구램프 및 조명
기구

형광체 0.2 9.5 0 9.7

자동차 부품
(자동차 촉매)

자동차 촉매 214 0 0 214

형광체 0.2 0 0 0.2

기초 무기화합물
(FCC 촉매)

FCC 촉매 0.1 91.8 0 91.9

전지
(연료전지)

연료 전지 0.1 0 0 0.1

합계 422.6 586.3 0 1008.9 

○ 순환단계

- 1차 가공제품 단계에서는 미시메탈에서의 1차 제품인 탈산제 스크랩이 발생

- 중간제품 단계에서 세륨 화합물을 이용한 연마재 스크랩이 수집됨

- 최종 산업에서 석유 정제용 장치에서 무기화합물의 스크랩이 수집되어 2차 흐름으로 연결

되지만, 재활용 기술력 부족으로 재활용되지 못하고 전량 폐기됨

다. 네오디뮴(Nd)  

○ 네오디뮴 활용 분야

- 네오디뮴은 다른 금속과 합금 형태가 될 때 강력한 자성을 가진 네오디뮴 자석을 만드는데 

주원료로 사용됨

- 사마륨-코발트 자석보다 가격이 싸고 강력하여 마이크, 확성기, 이어폰 컴퓨터 하드 디스크 

등 자석의 질량이나 부피가 작아야 하거나 강력한 자기장이 필요한 곳에 사용되며 대형 네

오디뮴 자석은 하이브리드 차량의 전동기나 발전기 터빈 등에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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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오디뮴 수급 동향

- 네오디뮴의 국내 전체 수요량은 약 1,219ton 정도이나 1차 가공제품인 산화 네오디뮴의 HS

코드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서 관련 수출입 통로를 이용한 수출입량 산정 불가능

 → 산업연관표 수출입 계수-부품소재산업 통계 등을 통한 수출입 양을 추정

[표 2-1-9] 연도별 네오디뮴의 수출입 현황 (단위: 천불, kg, %)

품명/ HS코드 수입 ‘15 ‘16 ‘17 ‘18 ‘19 ‘20

영구자석과 자
화한 후 영구자
석으로 사용하

는 물품 
(8505119000)

중량 1,499,073 3,280,003 3,762,405 4,135,544 3,922,750 3,823,681

증감율 -2.2 118.8 14.7 9.9 -5.1 6.9

금액 65,591 127,195 151,312 163,143 162,920 159,500

증감율 -12.2 93.9 19.0 7.8 -0.1 7.4

수출 ‘15 ‘16 ‘17 ‘18 ‘19 ‘20

중량 718,195
1,926,46

5
939,369 882,195 970,647 860,059

증감율 -14.0 168.2 -51.2 -6.1 10.0 -4.4

금액 15,948 19,831 28,120 23,402 24,746 18,612

증감율 13.8 24.3 41.8 -16.8 5.7 -18.4

 출처: 품목별 수출입 자료, 한국무역통계(2020년 기준)

○ 네오디뮴 물질흐름도

- 국내에는 네오디뮴을 추출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아 원료 및 기초소재 단계에서

는 희토류 광석 항목으로 구분되며 생산과 수입되는 물량은 없음

- 현재 재자원화되는 네오디뮴은 없으며 전량 폐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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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0] 네오디뮴의 간이 물질흐름도

○ 원료 및 1차 가공품

- 국내에는 아직까지 네오디뮴을 추출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아 광석의 형태로는 

흐름이 존재하지 않으며 가공기술이 없어 분상의 네오디뮴 생산량, 수입량, 수출량의 수급

량은 없음

- 영구자석 원료로 네오디뮴 합금과 산화 네오디뮴 형태로 구분되며 Nd 합금의 경우 중간제품 

단계의 영구자석 원료로 사용되지만, 국내 제조기술의 부재로 수입 및 생산 물량 없으며 산

화 네오디뮴은 수입하여 전량 촉매제에 투입됨

[표 2-1-10] 국내 네오디뮴의 1차 가공품 물량

1차 가공제품 수입량 (ton) 수출량 (ton) 수급량 (ton)

Nd 합금 0 0 0

산화 네오디뮴 11.1 0 11.1

계 11.1 0 11.1

○ 중간제품 단계

- 1차 가공품 단계 없이 전량 기타 전자부품(영구자석)으로 수입되어 자동차 부분품(하이브리

드 구동모터, 스피커형 모터, 전동 파워 스티어링, 전기자동차 구동 모터), 기타 전기장치(전

기자전거 모터, Voice coil, 일반가정용 모터, 의료기기용 부품), 내연기관 및 터빈(풍력발전 

터빈), 기타 전기부품(일반 산업용 모터)에 투입됨. 

- 1차 가공제품에서 산화 네오디뮴은 전량 기타 화학제품에 투입되어 축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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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1] 네오디뮴 중간제품 단계 수급량

투입량
(ton)

수입량
(ton)

수출량
(ton)

수급량
(ton)

자동차부분품 (하이브리드 구동모터) 0 22.7 1 21.7

자동차부분품 (스피커형 모터) 0 118.7 6.2 112.5

자동차부분품 (전동 파워 스티어링) 0 33.7 1.6 32.1

자동차부분품 (전기자동차 구동모터) 0 5 0.1 2.5

기타전기장치 (전기자전거 모터) 0 1.3 0.2 1.1

기타전기장치 (Voice Coil) 0 27.2 4.8 22.4

기타전기장치 (일반가정용 모터) 0 578 103.4 474.6

내연기관 및 터빈 (풍력발전터빈) 0 68.4 8.2 60.2

기타전기장치 (의료기기용 부품) 0 4.7 3.4 1.3

기타전기부품 (일반산업용 모터) 0 362.7 29.4 333.3

저항기 및 축전기 0 0 0 0

기타 화학제품(촉매) 11.1 0 0 0 (내부순환)

계 11.1 1,222.4 158.3 1,061.

○ 순환단계

- 수집단계는 1차 자원이 사용 후 배출되어 2차 자원으로써 재활용되기 위해 수집됨

 → 네오디뮴의 2차 자원 흐름은 2016년도 재활용 의무 이행현황에서 당해연도 수집되는 물량

을 수집량으로 조사되었으나, 재자원화되는 네오디뮴은 없으며 전량 폐기됨

라. 디스프로슘(Dy)  

○ 디스프로슘 활용 분야

- 주로 네오디뮴 합금 영구자석에서 사용되는 원재료로 네오디뮴 자석의 문제점인 내열성을 

올리는데 사용

- 최근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자동차 구동 모터 등 수송 장비 산업에 가장 많이 쓰이며 일

반 가전용 모터, 휴대폰 용 소형 모터, 풍력발전 터빈 등으로도 사용되고 있음

○ 디스프로슘 수급 동향

- 우리나라는 디스프로슘 원료의 90% 이상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며 중국 무역통계의 경우 

디스프로슘 형태에 따라 금속, 분 등을 28053012(디스프로슘 금속), 28469094(기타 Powder 

형태 디스프로슘)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중국무역통계를 이용하여 국내 수출입 양 및 수

급량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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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기준 중국무역통계 조사결과 디스프로슘 Powder, Ingot 형태의 수출입 양은 없으며, 

2015년 기준으로는 디스프로슘 금속 형태로 25kg 정도가 수입된 것으로 조사됨

- 국내 디스프로슘 취급 업체 조사결과 디스프로슘은 주로 1차 가공된 형태(디스프로슘 산화

물) 등의 형태로만 수입되어 사용되는 것으로 조사됨

[표 2-1-12] 디스프로슘 분, 괴 형태의 수출입량(중국무역통계) (단위: kg) 

○ 디스프로슘 물질흐름도

[그림 2-1-11] 디스프로슘의 간이 물질흐름도

- 국내에는 네오디뮴을 추출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아 원료 및 기초소재 단계에서

는 희토류 광석 항목으로 구분되며 생산과 수입되는 물량은 없음

 → 재자원화 되는 네오디뮴은 없으며 디스프로슘도 같이 전량 폐기될 수밖에 없음

품목코드 품목명
2013년 2014년 2015년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28053012

Dysprosium, not 
intermixed or 
interalloyed

(디스프로슘 금속)

0 10 0 0 0 25

28469094
Other compounds of 

Dysprosium
(기타 디스프로슘) 

0 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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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료 및 1차 가공품

- 국내에는 아직까지 디스프로슘을 추출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아 광석의 형태로

는 흐름이 존재하지 않으며 가공기술이 없어 Powder 상의 1차 가공제품 단계로의 흐름이 

없으며, 업체 조사결과 대부분 디스프로슘 산화물 형태의 1차 가공된 물질로 취급됨

- 1차 가공제품 단계는 원료 및 기초소재 단계를 거쳐 상품을 제조하기 위한 소재 형태로 제

조하기 위해 디스프로슘 산화물(Dy2O3), 디스프로슘 불화물(DyF3)을 전량 중국에서 수입하

고 있음

[표 2-1-13] 디스프로슘 1차 가공제품 

1차 가공제품 수입량(ton) 수출량(ton) 수급량(ton)

디스프로슘 산화물 11,207 0 11,207

디스프로슘 불화물 4 0 4

합계 11,211 0 11,211

○ 중간제품 단계

- 디스프로슘의 주요용도인 기타 전자부품(Nd-Fe-B 자석)은 용도에 따라 1차 가공품 단계 없

이 전량 수입되어 자동차 부분품으로 투입됨

 → (하이브리드 구동 모터), 

 → (스피커형 모터)

 → (전동 파워스티어링)

 → (전기자동차 구동 모터), 

 → 기타전기장치(전기자전거 모터), 

 → 기타전기장치( Voice Coil, 일반가정용 모터, 의료기기용 부품 )

 → 내연기관 및 터빈 (풍력발전터빈), 

 → 기타전기부품(일반산업용 모터)

- 이외 1차 가공제품에서 산화 디스프로슘은 저항기 및 축전기에 투입되며 디스프로슘 불화

물은 기타 전기장치에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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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제품 단계

[표 2-1-14] 디스프로슘 중간제품단계 수급량 

투입량
(ton)

수입량
(ton)

수출량
(ton)

수급량
(ton)

자동차부분품
(하이브리드 구동모터)

0 23,534 1,055 22,479

자동차부분품
(스피커형모터)

0 14,722 660 14,062

자동차부분품
(전동 파워 스티어링)

0 6,354 285 6,069

자동차부분품
(전기자동차 구동모터)

0 776 35 741

기타전기장치
(전기자전거 모터)

0 128 23 105

기타전기장치
(Voice Coil)

0 184 33 151

기타전기장치
(일반가정용 모터)

0 29,578 5,290 24,288

내연기관 및 터빈
(풍력발전터빈)

0 1,095 131 964

기타전기부품
(산업용 기계 부품)

0 157 13 144

기타전기부품
(권상기용 모터)

0 22,328 1,808 20,520

저항기 및 축전기
(세라믹 콘덴서)

11,207 8,174 7,752 11,629

기타 전기장치
(메탈 할라이드 램프)

4 1 1 4

계 11,211 107,031 17,086 101,156

○ 순환단계

- 수집단계는 1차 자원이 사용 후 배출되어 2차 자원으로써 재활용되기 위해 수집되어 처리

되는 단계로, 수집되는 물량을 수집량으로 조사되었으나, 재 자원화되는 디스프로슘은 없으

며 전량 폐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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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 희토류 관련 기업 정보 

가. 희토류 소재 관련 기업  

[표 2-1-15] 희토류 소재 관련 공급/수요 기업

기업명 소재 품목 매출(2019년)

포스코엠텍 경북 포항 알루미늄 합금, 페로 망간 등 2,886억 원

LG 상사 서울, 안양 동 몰리브덴 희토류 10조 5,300억 원

유니언머티리얼 대구 세라믹, 페라이트 마그네트 1,067억 원

에스맥 평택 휴대폰 자동차 전자부품 748억 원

상보 서울 광학 디스플레이 513억 원

노바텍 용인 희토류 자석 261억 원

티플렉스 안산 전기 전자 금속 소재 1,312억 원

쎄노텍 경남 함안 세라믹 비드 319억 원

㈜혜인 천안 건설기계, 희토류 광물개발 2,600억 원

EG 금산 산화철, 페라이트 자성소재 440억 원

텔레필드 성남 광전송, 네트워크 장비 440억 원

에스모 머티리얼즈 익산 반도체 재료 134억 원

누리텍 인천 남동구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300억 원

도레이첨단소재 경북 구미 첨단소재, 필름, 필터 75억 원

부원광학 충남당진 광학부품 제조 100억 원

스마트비전컴 서울 LED제조 광고대행업 30억 원

신일팜글라스 충남 공주 의료용 유리용기제조 650억 원

제이케이머티리얼즈 충남 당진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4,0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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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반도체 제조 장비 관련 기업  

[표 2-1-16] 반도체 제조 장비 관련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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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희토류 산업기술 현황분석 

1. 자석 분야

○ 희토류 소비량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응용 분야인 자석은 희토류와 전이금속 합

금이 될 때 강한 자력을 바탕으로 기존 페라이트 자석에 비해 같은 부피대비 2배 이상

의 자성을 바탕으로 첨단산업의 핵심적인 존재가 되고 있음

○ 희토류 영구자석은 높은 자기적 특성으로 인해 통신, 메모리 음향기기, 자동차 모터 및 

발전기 분야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 활용됨

- 하이브리드/전기 자동차로 대표되는 친환경 자동차와 4차 산업 혁명의 로봇 등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에서 고성능 희토류 자석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가. 일본의 생산기술 현황 

○ 일본은 기술적, 인프라적 우위를 바탕으로 초고성능 희토류 영구자석 시장을 선점함

- 희토류 자원 리스크를 줄이고 가격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희토류 원소를 저감, 궁극적으

로 제로화하는 기술과 총 희토류 함량을 감소시키는 ‘희소금속 대체재료 개발 프로젝트’

와 ‘원소 전략 프로젝트’와 같은 대형 국가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 중임

○ 입계(경계)에 Dy_디스프로슘을 선택적으로 도입하는 기술 

- Dy와 Tb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기술로 실용화가 진행 중인 기술이 ㈜신에츠화학공업, ㈜

히타치금속, ㈜TDK가 개발한 ‘입계확산법’이라는 기술을 적용하여 Nd계 소결 자석의 판

매를 시작함

- 종래의 방법보다 중희토류 사용량을 반으로 줄일 수 있음.

○ Dy-free로 보자력을 2배 향상기술

- Nd계 소결 자석에 중희토류 사용량을 더 줄이기 위해 물질재료 연구 기수의 Hono Group에

서 결정립의 미세화, 입계 상인 Nd-rich 상의 개선을 통해 결정립 내의 자구의 자장 역전

의 발생을 억제함으로 보자력 향상

○ 자성 분말 제조의 최적화 기술

- 동북대 스기모토 그룹에서는 ㈜산토구, ㈜인터메탈릭과 연구개발을 통해 경정립 미세화를 

위해 자석 원료 합금에서 라멜라 간격을 줄이고 원료 합금을 분쇄하여 자분을 미세하게 만

들어 입계상의 개선을 통한 보자력 향상

○ Dy 분말을 자성 분말과 혼합하여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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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K에 의해 Dy를 입계상에 균일하게 분포시키는 방법을 소결 전 압분체 단계에서 혼합

함으로써 주상이 Dy-rich상에 의해 코팅됨으로써 계면상의 개선 효과로 자석의 표면 부근

뿐만 아니라 내부 깊은 곳까지 입계 상을 개선함으로써 같은 보자력 향상

○ Nd 대체 영구자석

- Toyota 자동차에서는 경희토류 Nd를 La과 Ce으로 대체한 Nd-저감 내열 자석 개발. 중희토

류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물론 경희토류 Nd보다 저가이면서 풍부한 La과 Ce으로 일부 대

체함으로써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함.

나. 중국의 생산기술 현황 

○ ‘9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의 생산량이 가장 많았지만, 이후 중국의 생산량은 꾸준히 증

가하여 ’06년도 일본의 생산량을 추월. 중국은 희토류 자원의 풍부함을 무기로 중간급

의 성능을 가지는 희토류 영구자석을 대량으로 생산, 공급하여 초고성능 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를 선점

○ (NdFeB 소결 자석) 생산 지역은 11개 성(偗)과 북경, 천진 지역에 분포되어 있음

- 비록 생산 규모는 크지만 품질 수준은 자석의 민감한 온, 습도에 영향으로 인해 지역마다 

차이를 보이며 이는 세계 선진 수준과 차이가 있음

○ (NdFeB 본드 자석) 상해 EPSON은 중과삼환공사의 지분 확대를 통하여 일본 대동 회사

를 제외한 나머지 기술 수준이 높은 본드 자석 공장을 사들여 중국으로 옮김

- 원재료와 인건비에서 경쟁력은 확보하고 있지만 낙후한 장비, 생산기술 관리로 인해 중, 저

가 제품이 다수

○ (신형 희토류 자성재료:Sm-Co) 중국 과학원 물리연구소에서 Rapid Quench 공정을 활용

한 이방성 희토류 자석 연구를 진행하여 Sm-Co 자성재료를 합성하였으며 북경 강철연

구총원(CISRI)에서 고온용 자성재료 제조기술과 공정을 연구하여 Sm2Co17의 우수한 고온

특성을 얻음

○ (신형 희토류 자성재료: ThMn12) 북경대에서 독자적으로 ThMn12 구조의 희토류 질화물 

자성재료 특허권 확보를 시작으로 중국 국가발전 개혁 위원회, 과학기술부, 교육부과 북

경시 과학기술위원회 등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심천시에 Nd-Fe-N 분말 시범 라인 

구축을 통한 자성체 제품 개발을 진행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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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국, 유럽 기술 현황

○ 유럽과 미국에서 일부 생산되고 있으나 그 생산량은 매우 적음

○ ‘60년대 미국의 자석 산업은 Wright-Patterson AFB의 K. Strmat 연구팀의 hexagonal 구

조의 높은 결정 이방성을 가진 RCo5의 금속 간 화합물을 개발하면서 자석의 역사를 시

작한 세계 1위였지만, 현재에는 자석 산업이 거의 사장됨

○ ’04년도 약 100톤 생산되었던 Nd 자석이 ‘05년대 이후로 거의 생산되고 있지 않으며 

최근 군사용을 포함한 전자변환 디바이스를 중국과 일본에서의 공급에 전면적으로 의존

하는 상황을 우려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미국의 자석 연구를 다시 부활시키려는 움직

임이 나타나고 있음

○ Anold Magnetic Tech. 에서는 우주항공, 군용, 대체 에너지 및 산업용 어플리케이션을 위

한 자석을 생산하는 업체로 ’16년 3월 항공우주, 전기모터 및 자동차 어플리케이션에 

이용되는 RECOMA 35E SmCo 영구자석을 출시함

라. 우리나라 생산기술 현황 

○ 1990년 이후 ㈜쌍용, ㈜삼성전기, ㈜LG금속 등의 대기업에서 희토류 자석 사업화를 진행

하였으나 사업 초기 희토류 자석에 관련된 물질 특허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사업 중단

○ ‘00년대 이후 ㈜자화전자, ㈜성림첨단 등의 중견 기업에서 다시 희토류 자석 사업에 참

여하기 시작하면서 내수 시장 중심으로 생산 및 영업활동을 진행함

○ 매년 희토류 소재 수입량은 증가하고 있지만 핵심 기술력 부재 등 미약한 산업 저변으

로 수입된 소재를 단순 가공하는 등의 저부가 영역에만 기업 활동이 집중되고 있음

○ 국내 희토류 원료 정제 및 고순도화 관련 후방사업이 전무 하여 고순도 원료 및 소재를 

전량 해외에 수입에 의존하여 전기차 제조사를 대표로 한 대기업 중심의 수요기업은 소

재(영구자석 합금)를 전량 수입에 의존 중

 

[그림 2-2-1] 국내 희토류 영구자석 공급사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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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마재 분야

가. 종합 생산기술 현황 

○ (연마재) 최근 LED, LCD패널에 디스플레이 수요가 증가하면서 CMP Slurry 등 연마재용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희토류 중 La, Ce이 주원료로 사용됨

○ 희토류는 유리 연마재 이외에도 국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화학적 기계적 연마(CMP)

에 슬러리 형태로 제작되어 사용됨

[참고] 화학적 기계적 연마 슬러리란 반도체 표면을 화학적 또는 기계적 방법으
로 연마하여 평탄화하는 CMP 공정에 사용되는 연마재료로서 화학첨가물을 포함
한 수용액과 미립자로 분산된 연마 입자로 구성됨

○ CMP 공정은 미세 반도체 회로를 형성하기 위해 웨이퍼 표면을 CMP 패드에 압착하고 

이 사이로 CMP 슬러리로 흘려주어 평탄화된 절연층 과 금속 배선을 형성시키는 반도체 

미세화 공정

나. 주요 기술 보유 기업 및 생산 현황 

○ (히타치 화성) 세리아 슬러리는 메모리용을 중심으로 60% 전후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

어 한국 업체에 대해서 압도적인 지위를 구축하고 있음

- CMP 슬러리 생산은 일본 야마자끼 사업소에서 하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대만 대남지구에 

공장을 갖고 있어서 대만 고객으로의 공급은 현지화를 추진 중

- 최근 3D 낸드는 메모리 셀의 적층 공정에서 CMP가 많이 사용되고 있음

- 새롭게 높은 연마율이 요구되고 있어서 동사에서는 첨가제의 배분 등을 변화시킨 "고속 세

리아"라고 하는 고연마율의 세리아 슬러리로서 이것에 대응하고 있음

○ (아사히 글라스) 세리아 슬러리로 시장 점유율은 약 30%로 보고 있으며 히타치화성 다음

으로 2위 자리를 구축하고 있음

- 주력인 세리아 슬러리로 어플리케이션 확대에 노력하고 있으며, 반도체 사업 육성에 전력하

고 있는 중국 시장을 향후 중요지역으로 정하고 사업 전개를 확대 중

- CMP 슬러리의 생산은 AGC Semi-Chemical 나가사끼 공장에서 조립부터 일관생산 하고 있

어 AGE Electronics-America와 대만공장에서는 슬러리화 공정을 담당함

- 세리아는 STI 공정용 비중이 아주 높으나 향후 흄 실리카 위주의 ILD 공정에서도 치환을 진

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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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소재 기술 현황

- Slurry 관련 주요 업체는 제일모직, 삼성코닝, 한화 종합화학, 동진세미켐, 동우 화인템, 테

크노 세미켐, 등이 있음

-국산화 업체의 개발 촉진 및 학연계 연구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부산대/GNP Technology는 

R&D용 CMP 장비를 개발 및 보급하고 있음.

3. 기타 분야

가. 배터리 분야 

○ (배터리) NI-MH 배터리에 사용되는 수소저장 합금으로서 La이 많은 양 사용되고 있음 

(Toyota 프리우스 기준, 차량 1대당 15kg)

○ (국외) Sanyo, Sony, MBI(Panasonic)등 선두 기업들이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있었으나 

대부분 기업의 수익성은 좋지 않음.

- MBI와 Toyota, Sanyo Ford의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에 적용되는 시스템 개발

- Li 이온 배터리에 의한 시장 잠식으로 점점 그 사용량이 감소되고 있음

○ (국내) LG화학, 삼성 SDI는 휴대용 전자기기에 소형 2차 전지 시장이 급성장 하고 있어 

니켈수소전지가 많이 쓰였으나, 2002년부터 리튬이온 전진로 역전되었으며, 형태별로는 

휴대전화, PDA뿐만 아니라 AV 기기와 노트북 컴퓨터에서도 니켈 수소 전지의 수요 감

소됨

나. 촉매 분야  

○ (촉매) 질소 산화물 저감기술을 위해 산화세륨은 산소저장재료로 자동차 배기가스 촉매 

변환기에서 일산화탄소를 이산화탄소로 산화시키는 촉매로 사용되며 또한 FCC 촉매에서

도 이산화황을 삼산화황으로 산화시키는 촉매로 사용됨

○ (국외) 엥겔하드, 코닝 등 글로벌 촉매회사는 하니컴에 촉매성분을 코팅하여 NOx trap의 

재생을 효과적으로 하거나, 환원제로서 연료를 엔진에 주입하는 방법 등 NOx trap 재생 

관련 기술을 많이 발표함

- 특히, Mn 화합물을 알칼리금속과 알칼리토금속과 함께 혼합한 촉매제조 기술 및 희토류 금

속으로 lanthanum, neodymium, niobium, praseodymium을 사용하는 기술이 발표됨

○ (국내) KIER, KIMM 등 연구소와 현대자동차, 화인, 삼성전기 등 다수 업체에서 촉매 개

발과 DPF 필터 개발을 추진한 바 있으나, 국내 DPF 필터 연구는 소형 차량용5.66″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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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의 국산화에 집중되어 있고 대형 차량용 후처리 장치에 사용될 수 있는 촉매 지지체 

및 DPF 필터는 양산되지 않고 있음

- SCR의 각 요소 부품(믹서, SCR 시스템, 능동 배기제어 밸브)에 대한 일부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나 촉매 및 분사 시스템의 영향을 통합한 전체 배기 시스템 개발은 설계 경험이 부족

한 상태

다. 형광체 분야  

○ (형광체) 최근 디스플레이의 진보와 LED의 발명 등에 의해서 형광체는 미국, 일본, 유럽 

외에 중국에서도 대량 생산되고 있음

○ (국외) 선진국이 대부분의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일본의 Nichia, 독일의 오스람 그중 

생산과 시장은 일본이 주도하고 있음

- 일본 NEDO는 희소금속 대체재료 개발 프로젝트에서 형광체에 중희토류 저감기술 개발실

시. 희토류- free LED에 의해 잠식으로 그 사용량이 감소 되고 있음

○ (국내) 삼성전자, LG 이노텍, 서울반도체, KIST 광전소재단, 대학 등에서 정부의 지원과 

함께 집중적으로 LED용 형광체에 관한 연구개발 중

○ 원천기술의 부족과 중국제품의 대량유입으로 시장가격이 급락하여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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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희토류 산업시장 분석 

1. 희토류 공급과 수요

가. 현황 종합  

○ 미･중간 무역 분쟁으로 중국은 글로벌 희토류 산업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많은 국

가에서 여전히 중국의 희토류 수출에 크게 의존함

○ 2019년 시진핑 주석은 미-중 무역 분쟁 과정에서 미국산 희토류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올려 이를 활용할 의사를 표명함

○ 미국 및 다른 국가들도 공급 채널 다양화를 통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자 하나, 

여전히 공급 대부분을 중국 희토류에 크게 의존함

○ 향후 미국, 호주 등 국가의 희토류 공급이 증가하면서, 글로벌 희토류 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점차 낮아질 전망

○ 중국의 소득이 높아지면서 예전과 같은 값싼 노동력의 이점을 누리기가 어려워졌으며, 

환경 관련 법제의 강화로 인해 중국 내 채굴/가공비용이 가격에 반영됨

○ 중국 외 브라질, 베트남, 러시아, 인도 등도 다량의 희토류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호
주･일본 간 중국 희토류 공급 의존을 줄이기 위한 협력프로젝트 추진 중

○ 중국 내 재생에너지･전기자동차 제품 소비 증가로 희토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향후 중국 이외 국가의 희토류 시장 비중이 높아질 전망

[표 2-3-1] 2018년 국기별 중국 희토류와 합금에 대한 의존도 

경제체제 대중국 수입량 전체 수입량 중국의 비중(%)

유럽연합 869 882 98.5

미국 418 439 95.2

한국 86 95 90.9

일본 4233 8729 48.5

출처 :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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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분야별 수요 분석  

○ 2019년 전 세계 희토류 수요량은 약 13.96만 톤이며, 2029년까지 연평균 2.1% 성장으로 

약 30%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전자제품 및 에너지 관련 제품의 증가로 자석 부분은 67%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배터리 부분은 La, Ce 등이 단기적으로는 성장할 것으로 보이나 장기적으로는 기술개발

에 의한 소재의 대체 가능성이 있어서 감소를 예측함

[표 2-3-2] 응용 분야별 희토류 수요 및 예측 

Demand (kt REO)
Five-year CAGR
(연평균 성장율)

Application Main REs 2014 2019 2024 2029 2014-19 2019-24 2024-29

배터리 La,Ce 6.7 9.9 9.1 6.4 8.0% -1.7% -6.8%

촉매 La,Ce 26 28. 32.1 31.6 2.1% 2.1% -0.3%

세라믹 Y,Ce,Pr,Nd 4 5.5 6 6.6 6.5% 1.9% 1.9%

유리 Ce,La, Er 9.3 10.4 10.9 11.4 2.2% 0.9% 0.8%

자석 Nd,Pr,Dy,Sm,Ce 25.7 41. 55 68.6 9.8% 6.0% 4.5%

야금 Mischmetal 9.5 11.4 11.9 12.2 3.6% 0.8% 0.5%

형광 Y,Eu,HREE 3.7 1.2 1 1 -20.3% -3.6% 0.9%

안료 Pr 0.8 0.6 0.7 0.9 -6.2% 3.6% 3.9%

연마재 Ce,La 14.5 18.6 19.5 20.1 5.1% 0.9% 0.6%

기타 REEs 7.4 12.1 17.1 22.8 10.3% 8.0% 5.2%

Total 107.7 139.6 163.9 181.5 5.3% 3.3% 2.1%

출처: Rosk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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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구자석 모터

가. 영구자석의 디스프로슘 사용 현황  

○ 네오디뮴(Nd) 및 디스프로슘(Dy)이 전기자동차의 고출력 구동 모터에 사용되는 고성능 

희토류 영구자석 합금의 주요 원소로 활용 

[표 2-3-3] 제품별 NdFeB 소결자석의 사용량 Dy함유율, 환경온도 및 소결자석 탑재율 

최종제품명
NdFeB 소결자석의 사
용량과 Dy함유율(Dy 

사용량)

Dy 함유 NdFeB 
자석 탑재율
(2008년 기준)

환경온도
(℃)

NdFeBe 소결자석과 Dy 사
용동향

수소전기차 
구동용

1~2kg/대
Dy 함유율: 6~10%

100%
180 

~ 200℃

HEV에서의 구동용 모터 및 
발전기에서 고보자력을 가
진 Dy가 함유된 NdFeB 소

결자석이 필수. 

자동차 
스티어링휠

NdFeB 자석의 사용
량: 10~50g/대 

Dy 함유올: 4~5%

EPS 탑재율은 
60~70%

140
~150℃

EPS는 엔진 총배기량 
2000cc를 웃도는 자동차에
서 NdFeB 소결 자석을 활

용함

에어컨
가정용 60~100g/대
업무용 300~400g/대

국내용 가정용: 
약 90%, 업무용 

60~70% 

120
~150℃

에어컨 에너지 절감을 위해
서 압축용 모터의 효율 향

상

전기냉장고
40~60g/대 

Dy함유량: 2~5%
약10% 최대 60℃

전기 냉장고는 공간 절약화 
고효율화를 위해 NdFeB 소
결자석이 탑재된 모터 활용

전기세탁기
80~180 g/대

Dy함유량:1~5 %
평균 25%

상온 보다 
높음

IPM 모터의 소형화 박형화 
및 고토크화 가능

FA기기

NdFeB 자석의 사용량
은 용도에 따라 다양

함 
Dy함유량: 3~10% 

대부분 Dy함유
된 NdFeB 소결

자석 탑재

용도에 따
라 다름

조립, 용접, 도장 등 고정밀
도의 산업로봇 더빠른 동작
이 필요한 산업 기계 분야
에서 NdFeB 자석 활용

VCM

3.5인치 서버용: 13g
3.5인치 PC용: 5g, 

2.5g(2.5인치)
Dy함유율: 1~1.5% 이

하

HDD 대부분 
NdFeB 소결 자

석 탑재

상온보다 
높음

자기 디스크 장치 등의 소
형화에 니켈 코팅된 NdFeB 

소결자석 활용

풍력발전기
0.4~1kg/kW

약 8% 정도 Dy 
함유된 NdFeB 
소결자석 탑재

약 150℃
영구자석을 활용한 동기 발
전기에 Dy가 함유된 NdFeB  

소결 자석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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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영구자석의 전망  

○ 세계 희토류 영구자석 시장은 2019년 기준 41 kilo-ton 규모로 9.8%의 연평균 성장률로 

시장이 확대되어 2029년 55,000 kiloton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그림 2-3-1] 국내 희토류 영구자석 공급사슬 현황(*출처: Roskill)   

○ NdFeB 영구자석은 풍력발전, 하드디스크, 하이브리드/전기차, 전기자전거, 스피커, 가전 

등의 다양한 분야에 적용 중

*출처: Roskill

[그림 2-3-2] Nd-Fe-B 영구자석 응용 분야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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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친환경 자동차

가. 현황 종합  

○ 수소·전기자동차 

- 수소·전기자동차는 배기가스 및 소음이 다량 발생되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화석연료와 엔

진이 배터리와 모터로 대체된 자동차로 친환경성, 경제성, 효율 측면에서 장점을 보유

○ 세계 정책 및 시장 

- CO2 배출 및 연비규제 강화 등으로 친환경 차에 대한 수요 증가 및 생산 증대 필요. 친환

경 차 시장은 환경 및 연비규제 강화와 대형 완성차 업체들의 본격적인 시장 진출 등으로 

전기차(BEV)를 중심으로 ‘19년도부터 연 22% 이상의 고성장이 전망됨

○ 시장 성장

- 4.1만대(‘15년) -> 6.9만대(’16년) -> 9.만대8(‘17년) -> 12.3만대(’18년)

○ 시장규모

- ’18년 친환경차 시장은 전체 자동차 시장의 4.1% 수준인 약 385만대 규모에서 ‘22년에는 

약 880만대 (8.7%)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

 → 희토류 사용량 기준 12,848 ton 규모

○ 전기차용 희토류 (Nd) 수요량은 전기차 대당 1.46 kg

- 계산 출처 : METABOLIC, METAL DEMAND FOR RENEWABLE ELECTRICITY GENERATION 

IN THE NETHERLANDS, 2018) 및 희토류 영구자석 내 Nd 함량 30% 기준으로 계산

나. 관련 정책  

○ (중국) ‘16년 8월 신 에너지차 크레디트 도입하여 전체 자동차 생산량의 일정 비율만큼 

신 에너지차의 생산 수입을 의무화(’19년:10% -> ‘20년:12%

○ (미국) 친 환경차 의무판매비율 확대(‘18년: 2% -> ’25년: 16%)

○ (EU) 주행 거리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단계적으로 감축 예정 (‘15년 125g/km ->’20년 

95g/km -> ’25년 70g/km)



- 63 -

다. 업계 현황  

○ 대형 완성차 업체 시장 진출 

- ‘17년까지 순수 EV 시장은 Tesla(10만대)와 중국 로컬 업체 (46만대)가 시장 대부분 형성하

였으나, ’19년부터는 시장 진입에 소극적이던 대형 완성차 업체들의 EV 모델 출시

○ 차종별 시장 전망

- ‘18년 HEV 차종이 약 210만대로 친환경차 시장의 54.6%를 차지하였으나, ’22년에는 BEV 

친환경차 시장의 약 52.3%인 460만대 규모로 성장하여 친환경차 시장 성장을 주도할 것으

로 전망됨

[그림 2-3-3] 친환경 차종별 판매 추이 (출처: 전기차 산업 대전망, 이베스트투자증권, ‘18.10)

라. 국내시장

○ 국내 정책 

- 미세 먼지 관리 종합 대책 및 자동차 부품 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친환경차 (전기·수소차) 

보급 관련 투자 확대 및 보급 목표 설정(세계 시장 점유율 10% 달성)

- 전기·수소차 판매 비중(%): (‘19) 2.6 → (’20) 4.9 → (’25) 18.3 → (‘30)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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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급확대

- ‘22년까지 공공 기관 친환경 차 의무 구매율 확대,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한 국내 보급 목표 

대폭 상향 조정과 충전 인프라 구축 추진

 → 수소차 보급이 3년간 39배 증가하고, 전기차도 7배 증가(누적기준)

- 보급 실적(대)

- 수소차(‘16) 87 → (’19.9) 3,436, 전기차 (’16) 10,855 → (‘19.9) 80,902

[표 2-3-4] 친환경 차 및 충전 인프라 보급 목표

`구분 2018년(누적) 2022년(누적) 비고

친환경차

전기차 5.6만대 43만대 목표상향(12만대↑)

수소승용차 923대 6.5만대 목표상향(5만대↑)

전기버스 281대 3,000대

수소버스 2대 2,000개 목표상향(1천대↑)

충전소
수소차 15대 310개

전기차 3,800기 10,000기

출처: 산업부, 제조업 활력 회복 및 혁신전략, ‘18.12.18

○ 국내시장 전망

- (국내시장) 국내 친환경 차 시장은 ‘18년 기준 약 12만대 규모로 성장하였으며 ’22년까지 

연평균 17% ~22%가량의 성장이 전망됨

[그림 2-3-4] 국내 친환경 누적 보급 대수 및 희토류 사용(출처: 친환경차 종합정보 지원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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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전기차 시장 전망

○ 국내 차종별 시장 전망

- 세계 차종별 시장 전망과 같이 국내외 완성차 업체들의 공격적인 BEV 시장 형성에 의해 국

내 친환경 시장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며 FCEV 기술력 및 국내 보급 가속화에 기반한 국가 

정책*에 따른 보급 확산이 예상됨

○ 핵심부품

- 전기자동차의 구동모터는 전기를 활용하여 구동력을 발생하는 전장품. 모터 축에 감속기를 

연결하여 적절한 토크를 바퀴에 전달하여 차량을 구동시킴

- 고출력, 고효율 기술을 적절하게 향상시킬 수 있는 최적 설계를 위해 영구자석 전동기를 활용

○ 결론

- 구동시 고보자력을 가지며 고내열 특성을 확보하기 위해 희토류 Nd, Dy의 사용은 필수적이

며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라 구동모터의 영구자석 핵심원소인 희토류 사용량이 증가할 것

으로 전망

[표 2-3-5] 국내 차량용 모터 희토류 시장 전망(단위: 대, ton, %)

2018 2019 2020(E) 2025(E) 2030(E) CAGR(%) 

EV
(대)

29,697 84,338 250,000 1,120,000 3,110,000
38.8

(19/30)

Nd
사용량
(ton) 

43.4 123.1 365 1635.2 4504.6
31.9%
(19/30)

Nd 가격
(USD) 

2,194,979 7,572,709 21,927,375 98,234,640 272,776,545

희토류 가격, Trading Economics Nd 각 연도별 가격표 자료 기준 참고. 
추산치는 ’20년도 가격 기준으로 계산
   - 18, 50,625 USD/ton, 
   - ’19, 61,500 USD/ton, 
   - ’20, 60,075 USD/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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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풍력발전기

가. 현황 종합  

○ 풍력발전 전망  

- 최근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정책과 더불어 해상풍력이 재조명되고 있다. 국내는 부유식 해

상풍력의 잠재성이 큰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음

- 우리나라도 그린뉴딜 정책 중 대규모 해상 풍력 단지 입지 발굴을 위해 13개 권역의 타당

성을 조사하고 2030년까지 연평균 1.2GW 해상풍력을 신규 공급하겠다고 밝힘

- NdFeB의 사용량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풍력발전 시장은 2020년 onshore 

offshore 포함 68GW 수준이며, 2025년까지 최대 90GW 수준으로 시장을 형성할 전망

○ 풍력발전 정책 및 사업추진 계획  

- 과거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은 긴 허가 기간, 낮은 발전차액지원제도 등 정책적 걸림돌

로 인해 2020년 6월 기준, 운전 중인 발전용량은 132.5MW

- 현재 총 23개의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준비되고 있으며 총 3.7GW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2029년까지 14조 원을 투자해 고창~부안간 해상에 시범단지 400MW와 확산 단지 2GW 등 

총 2.4GW의 해상 풍력 단지를 구축할 예정이며 제주도는 최근 국내 최대규모인 100MW급 

제주 한림 해상풍력발전 개발사업 승인됨

나. 풍력발전의 희토류 자석 사용 전망  

○ 풍력발전 효율과 희토류 자석

- 풍력발전기용 재료기술 분야에서 로터, 나셀 및 타워 부품의 제작에 사용하는 구조 재료는 

중량 대비 강도 비가 낮고 동시에 생산 비용에 낮아야 함

 → 타워 상부 중량을 최소로 설계해야 하는데, 구동기에 들어가는 영구자석은 상업적 운전을 

위해 발전기 기준 중량은 12MW 기준 2020년에 170톤 이하, 2030년에 130톤 이하로 낮춰

야 경제성이 올라감

 → 낮은 중량을 가지면서 고에너지, 우수한 고온특성, 더 높은 전기 저항성 및 강화된 기계

적 성능을 위해 희토류 영구자석 사용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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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5] 풍력발전기 연간 신규 설비 용량 및 희토류 자석 사용량(출처: 한국 풍력 산업 협회)

다. 풍력발전 산업과 희토류 산업 전망 

○ 발전기에서 핵심소재인 위한 희토류 원소 중 네오디뮴(Nd)과 더불어 특히 디스프로슘

(Dy)는 고온특성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는 필수적인 소재이며 이는 풍력발전기의 신규 

설비와 함께 사용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면 연평균 성장률을 6.5%로 예상

[표 2-3-6] 국내 풍력발전기 내 사용되는 희토류 시장 전망 (단위: MW, ton, %)

2015 2019 2020(E) 2025(E) 2030(E) CAGR(%)

신규설비용량(MW) 224.3 191.0 239.7 745.3 2,317.6 9 %

Nd사용량(ton) 2.0 1.7 2.8 4.3 6.7 6.5 %

Nd 가격(USD) 108,170 105,211 159,012 244,197 380,493 -

( 발전기 모터 내 희토 자석 사용량, MW당 30kg 기준)



- 68 -

5. 가전제품

가. 현황 종합  

○ 가전제품 전망

- 17년 세계 주요 가전 판매 대수(에어컨, 냉장고, 세탁기)는 약 388.0백만 대 규모로 ’16년 

332.4백만 대 대비 16.9% 성장하였으나 이는 세계적인 폭염에 따른 에어컨 판매 급증에 기

인한 것이며 주요 가전은 보급률이 이미 일정 수준에 달해 ‘16~’23년 전체 판매 대수 연

평균 성장률(CAGR)은 2.3%에 그칠 것으로 전망

[그림 2-3-6] 세계주요 가전 판매 대수 전망(출처:’18 월드와이드 일렉트로닉스 총조사, 후지카메라연구소)

○ 가전제품 세계 시장규모

- 주요 가전의 판매 대수는 정체되어 있지만, 가전의 스마트화 프리미엄화 의류 건조기, 의류 

관리기, 무선청소기 등 중소형 뉴라이프 가전의 성장에 힘입어 금액 기준으로 시장규모가 

‘16년 3,134억 불에서 ’21년 4,429억 불로 연평균 7.2% 성장할 것으로 전망

○ 가전제품 국내 시장규모

- 국내 가전 시장은 ‘10 ~’15년 연평균 3.5% 소폭 성장하며 정체된 모습을 보였으나 ‘16

년 12.4%, ’17년 11.2% 큰 폭의 판매액 증가를 기록하여‘17년 소매판매액 기준 약 22.4조 

원( 전체 소매판매액의 5.1%)의 시장을 형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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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희토류 산업 연관 전망

○ 국내 에어컨 시장규모 추이로부터 에너지효율 기준 강화에 따른 수요증가로 모터에 사

용되는 희토류 사용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표 2-3-7] 국내 에어컨 내 사용되는 희토류 시장 전망 (단위: 만대, ton, %)

2015 2019 2020(E) 2025(E) 2030(E) CAGR (%)

에어컨(만대) 150 250 240.7 269.3 301.2 2.3%

Nd사용량(ton) 112.5 187.5 180.5 202.0 226.0 2.3%

Nd 가격(USD) 6,084,562 11,604,187 10,250,589 11,468,064 12,830,140 -

(에어컨 내 희토 자석 사용량, 대당 250g 기준)

6. 연마재

가. 현황 종합

○ 연마재의 특성

- 희토류 원소는 높은 전이 에너지 특성으로 화학적 안정성이 높아 유리 표면을 화학반응으

로부터 보호하기 때문에 유리의 표면 특성을 극대화하는 역할

- 희토류 산화물 (REO)을 다음과 같은 비율로 포함되어 사용

 → 산화 세륨 51%~98%

 → 란탄 산화물, 1%~34%

 → 네오디뮴 산화물 2%~16%

 → 프라세오디뮴 산화물, 0%~5%

- REE를 사용하여 제조된 기계 화학 연마 분말은 텔레비전, 모니터, 거울, 안경, 보석 및 기

타 실리콘 칩 등에 사용됨

○ 연마재 국내시장 수요

- 2018년 기준 국내 산화 세륨 수요는 1,278톤

 → 광학기기 및 반도체의 연마재용으로 750톤

 → 자동차 배기가 제거용 촉매 등 촉매용으로 260톤

 → 세라믹 볼 첨가제 등으로 280톤

 → 그 외 유리산업에 소색제나 자외선 차단용 첨가제, 차양의 유막제거제 등 용도를 포함한 

기타로 10 톤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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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산화세륨 수요는 CMP슬러리용 및 세라믹볼용 수요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2019년부터 

1,350톤에서 2023년 1460톤으로 연평균 2.0% 성장할 전망

- 유리용 연마재는 과거 브라운관 연마재로의 수요가 가장 많았지만, 국내 브라운관 TV 생산

이 중단되면서 수요가 많이 감소함

 → 현재 연마재 수요로는 광학용 유리 등의 모서리를 연마하는데 적용됨. 이마저도 사업장이 

해외로 이전하여 연마재용 희토류 수요는 점차 감소하고 있음

- 유리 연마재용 국내 수요는 최종 수요처의 연마기업 결정에 따라 등락 폭이 큰 편으로, 

2018년까지 삼성은 베트남으로 나가는 유리기판 연마석을 일본 3M 등에 외주했으나 2018

년 다시 국내 기업인 신한 다이아몬드로 외주사를 변경해 국내 유리 연마용 산화세륨 수요

는 2018년 대비 40톤 이상 증가할 전망

- 디스플레이 유리기판 제조시설이 해외 이전함에 따라 유리기판 연마재 수요 및 연마석 제

조 수요는 2018년 기준 연간 40톤~50톤에 불과하지만, 세륨계 CMP 슬러리 사용이 확대되

며 세륨 화합물의 연마재용 수요는 확대되고 있음

○ 가격 동향

- 2011년 중국의 수출 쿼터제로 급등했던 산화세륨의 거래가격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계

속 하락함

- 2018년 순도 60~70% 중국산 산화세륨의 kg당 단가는 5,500원 선이고 99% 중국산 산화 세륨

의 kg당 단가는 11,000원대를 형성

- 2019년 들어 중국산 산화 세륨 가격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으며, 중국 내 환경 규제 강

화 등으로 산화세륨 가격은 다시 상승할 것으로 전망

[표 2-3-8] 세계 희토류 연마재 시장 전망

연도 Volume (kilotons) 성장률(%)

2016 27.48 -

2017 29.67 7.97

2018 32.10 8.19

2019 34.78 8.35

2020 34.77 8.60

2021 41.09 8.79

출처: Technav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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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9] 국내 기업별 산화세륨 판매 현황 (2015-2019) (M/T,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CAGR 
15/19

해외기
업

솔베이
(프랑스)

350 543 448 575 532 11.0%

일본기업 624 579 430 458 414 -9.7%

중국기업 249 144 163 198 306 5.5%

기타 6 19 18 54 110 106.9%

국내수요 1,229 1,285 1,059 1,285 1,362 2.6%

국산화율 0.0% 0.0% 0.0% 0.0% 0.0% 0.0%

출처: 화학경제연구원
[참고] 케이씨텍은 2007년부터 CMP 슬러리 주원료로 세륨 화합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2007년 

세륨화합물(탄산세륨)을 174톤 정도 사용했으나 수요가 점점 증가해 2018년 250톤으로 확대

됨. 프랑스산 솔베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음

나. 전망

○ 전망 종합

- 국내 연마재용 산화 희토류 수요는 CMP 슬러리용 및 세라믹볼용 수요확대가 예상됨에 따

라 2019년부터 800톤에서 2030년 1,100톤으로 연평균 성장률이 거의 변함없이 2.9% 성장할 

전망

- (CMP 슬러리용으로 세륨 화합물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케이씨텍은 2019년 상반기 프

랑스 솔베이의 세륨 화합물(탄산 세륨)을 540톤 발주하였다.

[표 2-3-10] 국내 연마재용 산화 희토류 시장 전망(단위: ton, %)

2015 2020(E) 2025(E) 2030(E)
CAGR(%) 
15/19

CAGR(%) 
19/30

연마재(ton) 710 824 953 1,104 3.0% 3.0%

Ce 사용량(ton) 578 671 776 899 3.0% 3.0%

CeO2 가격(USD) 1,111,150 1,495,560 1,729,695 2,003,760 - -

*출처: 화학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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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희토류 정책 동향분석

1. 중국의 희토류 산업 영향력

가. 중국의 부존량과 생산량 규모

○ 18년 기준 전 세계 부존량은 약 1억 2천만 톤, 年 생산량은 17만 톤 규모임

○ 중국을 필두로 브라질, 베트남, 러시아 순으로 부존량이 많으며, 해당 상위 4대

국가 국가의 부존량은 전 세계의 83.3%를 점유

○ 18년 기준 중국은 세계 부존량 36.7%, 연간 생산량 70.6%를 차지함

- (중국 희토류협회는 중국의 미확인 부존량은 최대 1억 톤으로 추정)

나. 중국에 의한 희토류 영향

○ ‘10년 중-일 센카쿠 분쟁으로 대일 희토류 수출 통제로 “희토류 쇼크” 발생

○ 중국의 수출 쿼터제는 WTO 위반으로 폐지되었으나, 다양하게 개발·생산·수출을 통제

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음

- ’19년 제1차 희토류 생산 통제계획 발표, 연간 채굴량·제련량 제한

- 또 한 불법 채굴·밀수 단속 및 생산업체 통제·감독 등 관리 강화

- 관련 기업을 6개 대형기업으로 통폐합하고 개발·생산·수출 통제

- ‘18년 미국은 자원안보 등 전략적 차원에서 희토류 생산 재개

- ”18년 글로벌 年 생산량은 17만 톤 규모, 생산·소비·수출 모두 중국이 1위 차지

- 한·미는 희토류 금속과 화합물 순 수입국으로, 대중 수입 의존도가 높음

 → 대중 수입 의존도 : 한국 42%, 미국 80% 이상으로 중국의 금수 조치에 타격받게 됨(특히 

군사 장비 분야)

 → 미국은 채산성·환경오염 문제로 생산을 중단했으나, 자원안보 위협 증가로 채굴·생산 

재개

- 미국은 자원안보 및 경쟁력 제고위한 중 장단기 대책 전략보고서 발표함

 → (단기) 제3국과 협력 확대 통한 자원공급처 다변화와 규제개선

 → (중기) 부존자원 탐사 및 R&D 확대, 산업전문가 육성

 → (장기) 기술개발 따른 희토류 자원의 재활용과 대체재 개발

- 2019년 일본이 한국의 신일본제철 배상 판결에 무역 제재로 보복

 → 1차 제재 :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수출 규제

 → 2차 제재 : 수출 무역관리령 “백색 국가”에서 한국 제외, 소재 분야 전체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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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국의 희토류 정책 동향

가. 중국

○ 중국은 세계 매장량 37%, 생산 71%, 소비 69% 등 세계 최대 보유·생산·소비·수출국

이나, 정부가 관련 활동을 엄격 통제

○ 석유화학(원유정제) 촉매제가 가장 많이 소비되었으며, 군사 무기를 제조하는 데 필수적

인 영구자석은 전기자동차, 풍력발전, 가전기기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며 수요도 급증

하고 있음

○ 중국 정부는 희토류를 전략자원으로 평가하여 개발, 생산 및 수출을 통제하는 정책을 꾸
준히 발표하고 있음

○ 미국, 일본, EU는 중국의 수출 통제가 자국 기업 보호 목적임을 지적, WTO에 공동 제소

하여 협정 위반 판정을 끌어냈고, 중국은 수출 쿼터를 폐지함

○ 2016년 이후, 중국은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생산, 수출의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한 통제계

획 및 정책을 발표함

○ 2018년에는 [외국인 투자 진입 특별 관리조치]를 발표하여 희토류 제련에 외국인 합자·

합작 제한은 폐지하였으나, 외국기업 독자의 희토류·방사성 광산·텅스텐의 탐사·채굴 
및 선광 분야 투자는 여전히 금지하고 있음

○ 이외에도 중국은 다양한 정책으로 자국의 희토류 광산개발, 선광, 제련 및 분리 등에 관

한 프로젝트를 규제하고 있음

 나. 미국

○ 무기산업에 필요한 희토류를 전략 물질로 분류, 국가 차원 대책으로 폐광산 재개발 및 

석탄재로부터 생산 등 다양한 방식으로 희토류 확보를 위한 대응

○ 미국에서 희토류는 크게 2가지 산업 분야로 사용되고 있음

- 첨단산업 및 녹색산업 분야

- 군용으로 특히 영구자석의 수요가 크고, 전투기, 미사일 방어시스템, 위성, 야간 투시경 등

에 사용되어 국가보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 과거 몰리코프 社(Moly Corp.)를 통한 미국 내 희토류 생산 재개와 파산 이후 운영 중인 

희토류 관련 기업도 크게 줄어 미국의 희토류 대중 수입 의존도가 8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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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37개 희토류 중 31개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자체 생산이 전무하여 100% 수입에 

의존하는 광물도 14개 수준

○ 미국은 채산성 및 환경오염 문제로 생산을 중단했으나, 높은 중국 수입 의존도와 최근 

자원안보 이슈로 부각 되고 있어, 최근 희토류 생산을 재개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적 움직임을 보임

- (광산 재개발) 2018년 MP Materials 社는 Mt. Pass Mine의 자체 증산을 위해 2020년 목표로 

가공시설을 건설 중이고, 2019년 Blue line은 호주 Lynas와 MOU를 체결하고 2022년부터 희

토류 가공시설을 운영할 것임을 발표.

- 이외에도 에스토니아 몽골 등 제3국 희토류 생산업체를 M&A 하고 기술협력을 통해 생산 

관련 기술 지원 및 노하우를 습득하고 있음

- (정부 차원 정책 추진) 미국은 자원안보 차원에서 최근 여러 정책도 추진하기 시작함. 2017

년 트럼프는 행정 명령 13817을 발동, 행정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주요 광물질 안정적 공급

을 위한 연방정부 차원의 전략 구축을 지시

- 2018년에 내무부는 경제와 국가안보에 중요한 35개의 주요 광물질 목록을 작성했고, 2019년 

6월 상무부는 정부가 취해야 할 전략보고서를 발표함

- 이 보고서에는 단기적으로 제3국과 협력 확대를 통한 자원공급처 다변화와 규제개선, 중기

적으로는 부존자원 탐사 및 R&D 확대, 산업전문가 육성 및 장기적으로는 희토류 자원의 

재활용과 대체재 개발 등 실천계획을 포함함

다. 일본

○ 센카쿠 열도 분쟁 이후 대체 소재와 재활용 기술개발에 주력. 국가차원에서 희토류 조달

국가를 다양화하고 대체 기술 등 유관기술 개발에 총력

○ 일본 정부는 기업과 함께 희토류 대체재 개발 및 새로운 희토류 거래국과 협상, 2012년

에는 희토류 중국 의존도를 절반 이하로 감소

-(2012년에 이전의 희토류 수입 의존도: 85%, 현재: 40% 이하)

○ 일본은 희토류 보유국과의 경제협력 도모 및 수입처 다변화, 폐금속 자원통한 희토류추

출 및 재활용 촉진, 희토류 사용량 절감기술 통한 대체재 개발, 비축량 증설 등 확보전

략을 수립·추진하고 있음

○ 일본은 최동단 미나미토리섬에서 1,500만 톤의 희토류매장을 탐사했다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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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요약

○ (중국) 정부 차원에서 희토류 관리 감독을 강화하며 희토류 수출 통제를 무역보복 카드

로 상시 실시할 가능성이 있음

○ (미국)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대비하여 구입선 다변화와 함께 석탄재 희토류 자체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 (일본)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맞서 구입선 다변화, 희토류 재활용, 대체재 개발 외

에 자국 영토 내 희토류 원광개발 추진

○ 일본은 최동단 미나미토리섬에서 1,500만 톤의 희토류매장을 탐사했다고 발표

마. 시사점

○ 우리나라의 미래산업에서 희토류를 기반으로 하는 첨단소재 산업의 중요성이 매우 높은

데, 중국과 일본과의 희토류 분쟁 가능성이 상시 존재함

○ 미국과 일본의 정책 동향에서 우리나라의 대응 방향을 다음과 같이 모색해야 함

- 미국 친환경 석탄재 희토류 기술개발

 → 미국 대응책 중 하나인 석탄재 희토류 제조는 장기적 관점에서 희토류 원광을 대체하는 

새로운 원료확보의 수단으로써 추진해야 할 정책이기도 하지만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

도 필요한 방향이며 DOE의 연구도 그러한 개념을 담고 있음

 → 현재 희토류는 친환경적 에너지 산업에 사용되는 물질이지만 생산과정에서는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산업으로 인식되어 있음

 → 석탄재 희토류 제조기술은 환경오염을 감축하는 기능을 포함해서 개발해야 함

- 일본 새로운 희토류 원소 추출공정 선행개발

 → 희토류는 원소의 고유한 특성을 이용하는 기술이므로 미량의 원소로 함량 조절을 위해서

는 희토류 제조공정에서는 원소의 순도 유지가 매우 중요

 → 소재 제품에는 다양한 종류의 희유금속과 희토류가 금속(비금속) 제품 속에 고농도로 포

함되어 있어서 기존 희토류 공정의 제조환경과는 전혀 상이함

 → 고농도의 다른 희유금속이 포함되고 소재 기반 자체가 맥석이 아닌 금속/비금속 재료로 

이뤄진 도시광산 폐기물 속에서 희토류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추출공정에 대한 연

구개발이 선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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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의 희토류 관련 정책 동향분석

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2019년 8월 5일)

○ 수립배경 요약

- 중요성

 → 소재·부품·장비 산업은 제조업의 허리이자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인식

- 정책변화 필요성

 → 외형은 크게 성장하였으나 핵심전략 품목의 대외 의존성 한계 문제 인식

- 대책 방향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으로 구조적 취약점 개선하여 새롭게 혁신 도약하는 기회

로 전환

- 기존 대책과의 차이점_핵심 키워드

 → 공격적 대책으로 전환하여 대규모, 신속, 다각적, 인센티브, 글로벌 기업육성, 소재·부

품·장비 특별법, 『소·부·장 경쟁력 위원회』 신설 등을 실시

○ 핵심 내용

- 100대 품목 조기 공급 안정성 확보

 → 20대 품목 1년, 

 → 80대 품목 5년 내 공급 안정화

-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

 → 수요–공급 기업 간 협력모델 구축 (입지, 세제, 규제 특례 등 강력한 패키지 지원)

 → 가용 가능한 예산을 우선 집중하여 배정 (핵심품목에 대규모 투자)

 → 기술개발–실증 테스트베드–양산 테스트베드–신뢰성 보증 등을 全 주기적으로 강력하게 연

계지원

- 강력한 추진체계

 → 범정부 경쟁력 위원회 설치

 → 소재부품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 강력한 규제특례 근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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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체계

[그림 2-3-7]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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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대 핵심 전략품목 선정 기준

- 차세대 신산업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품목

- 국가안보/산업적 중요성이 높으나 대체 가능성이 적고 특정 국가(중국, 일본)에 의존되어 외

부 충격 가능성이 많은 품목

- 단기 20품목은 안보상 수급위험이 커서 시급히 기술확보가 필요한 품목

- 장기 80품목은 업종별 Value Chain 상 취약품목으로 자립화 시간이 필요

○ 세부선정 내용

[그림 2-3-8] 100대 핵심 전략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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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의 추진 전략에는 소재의 공급 안정성 조기확보와 산업경

쟁력 강화 및 강력한 추진체계를 통한 전방위적 지원을 포함하고 있음

 → 희토류 소재 개발은 정부 정책에 부합함

나. 한국형 그린뉴딜 종합계획_20200714

○ 수립배경 요약

- 저성장･양극화 심화에 대응,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 중

-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충격으로 대공황 이후 전례 없는 경기침체 초래

- 미국의 뉴딜정책에 버금가는「한국판 뉴딜」추진

 → 위기 극복과 코로나이후 글로벌경제 선도를 위한 국가발전전략

 → (버티기)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경제적 충격 최소화

 → (일어서기)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정상 성장 경로 회복

 → (개혁) 구조적 변화 적응･선도하기 위한 토대 구축

○ 코로나-19에 따른 변화 특징 진단

- 비대면 수요가 급증하면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

- 저탄소ㆍ친환경 경제에 대한 요구 증대 → 그린 경제로 전환 촉진

- 경제ㆍ사회구조 대전환과 노동시장 재편 → 양극화 심화 요인 

○ 한국형 뉴딜의 구조 및 추진 전략

- 정책 방향

 → 디지털 뉴딜 : 디지털 혁신

 → 그린뉴딜 : 친환경 저탄소 전환

- 10대 대표 추진과제

 → 디지털 뉴딜 : 데이터 댐, 지능형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12개]

 → 디지털 그린 융복합 : 스마트 스쿨,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 산단

 → 그린 뉴딜 : 그린 리모델링, 그린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8개]

 → 안전망 강화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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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사업비 : 160조원
 - 디지털(44.5%), 
 - 그린(452.7%)
 - 안전망강화(26.6%)

일자리 : 190만 개

[그림 2-3-9] 한국형 뉴딜 추진 구조 및 전략

[표 2-4-1] 한국형 뉴딜 10대 추진과제 중 희토류 해당 사항

번호 10대 추진 과제 희토류 소재 관련 사항

④ 그린스마트 스쿨 첨단소재로 리모델링, 첨단 교육 기자재 확충 등

⑤ 디지털 트윈 자율주행차, 드론 기술 기반 안전한 국토시설 관리

⑥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첨단 IOT/센서 이용 안전설비 인프라 구축

⑦ 스마트 그린산단 원격제어 센서 분야, ICT 기반 관제설비 확충 등

⑧ 그린리모델링 태양광시스템, LED 조명 분야

⑨ 그린 에너지 태양광발전 소재, 풍력발전 소재, 수소 연료전지 등

⑩ 친환경미래모빌리티 전기차 배터리, 모터, 연료전지 등

○ 시사점

- 희토류는 한국형 그린뉴딜 세부추진과제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소재

 → 희토류 제조기술 개발은 정부의 『그린뉴딜 종합계획(정책)』에 부합

다.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19~'23)_20190626  

○ 수립배경 요약

- 최근 세계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플랫폼 생태계를 선점한 소수 혁신기업이 

시장을 주도

- 우리나라는 중장기적 투자 전략과 기술개발 혁신 체계가 미흡하고, 시장 진입 규제가 걸림

돌로 작용하는 등 사업화 대응 지원이 아직은 부족하며, 4차 산업혁명 대응에도 한계가 나

타나는 상황

○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 핵심 내용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전략적 투자배분

 → 100대 핵심기술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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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축적·속도 중심 기술개발

- 플랫폼·표준화·실증 위주로 기반구축 방식 전환

- 신기술의 신속 시장진출 지원시스템 조성

○ 정책 비전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글로벌 기술 강국으로 도약

○ 4대 추진 전략

-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 전략성 강화

 → 차세대반도체, 수소, 첨단소재 스마트 의료기기 등 희토류 소재 사용 분야

- 산업혁신 선도(leading innovation) 기술개발 체계 구축

 → 정부가 핵심기술 개발에 선도적 역할

- 국가혁신체계를 고도화하는 산업기술 기반구축

 → 기반구축으로 신산업 창출 환경 조성

- R&D 성과의 신속 시장 진출 지원시스템 구축

 → 기술 사업화가 이뤄지도록 지원시스템 구축

○ 100대 핵심기술 개발 분야에서 희토류 소재 적용 분야

- 수송 분야 : 전기/수소 자동차, 자율주행차

- 건강 관리 분야 : 맞춤형 바이오 진단, 스마트 의료기기, 서비스 로봇

- 에너지환경 분야 : 태양광 소재, 풍력발전 소재

- 제조 분야 : 첨단소재, 차세대 반도체, 스마트장비(IOT 장비)

○ 시사점

- 희토류는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 100대 핵심기술 개발 분야에서 다양하게 사용되는 소재

 → 희토류 제조기술 개발은 정부의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에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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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국내 석탄재 희토류 농축기술 개발     
제3절 석탄재 희토류농축 개발 기술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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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DOE 석탄재 희토류 개발 기술

1. 기술개발 배경

가. 미국의 희토류 대 중국 의존도 탈피 전략

○ 2016년 미국은 19,720톤의 희토류를 수입하면서 중국 의존도가 약 80%에 달하였는데, 

2017년부터 미-중 무역 분쟁이 본격적으로 발생하자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 정책에 대응

- 자국 내 희토류 생산설비 재가동 (마운틴패스 광산)

- 수입선 다변화 (호주, 동남아 및 유럽 국가)

- 새로운 희토류 생산방안 확보의 필요성을 연구하게 됨

○ 미국의 새로운 희토류 개발계획은 자국 내에서 안정적으로 희토류 소재를 확보하기 위

한 장기 전략으로써, 기존에 석탄재에서 희토류를 생산하는 연구를 바탕으로 시작

나. 미국의 석탄재 희토류 개발 가능성 검토 배경  

○ 미국이 석탄재 내 희토류 회수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

- 석탄 연소에 따른 희토류 농축 효과 ( 약 5~10배 → 300~500ppm으로 농축 )

- 석탄재 형상(Powder)의 처리 장점 ( 원광 처리와 같은 대규모 전처리 필요 없음)

- 자국 내 풍부한 석탄광 분포 및 석탄재 적체원료

- 기존 석탄재 희토류추출 연구 성과 ( 약 100배까지 농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미국의 석탄재 희토류 개발 가능성이 제기는 세계 희토류 산업에 새로운 이슈를 제공하

였으며 국내 연구도 큰 영향

다. 미국의 석탄재 희토류 추정 매장량  

○ 몬태나, 와이오밍, 콜로라도, 유타, 뉴멕시코 및 애리조나에 있는 일부 서부 주

- 석탄 분지의 회수 가능한 석탄 매장량에서 6백만 MT 추정

○ 펜실베니아, 웨스트버지니아, 켄터키 및 버지니아에 있는 석탄 매장량 중에서 490만 MT 

추정

3 석탄재 희토류 개발 기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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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REE 미국 수요(수십만 톤/년) 감안하면 미국의 수요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고 판단

○ 미국이 석탄 생산 지역에서 기술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총 희토류 양은 2천만톤 정도로 

중국의 약 절반 수준으로 추정

2. 석탄재 희토류 기술개발 고려 사항

가. 미국의 석탄재 희토류 연구 기본 전략  

○ 석탄재 희토류 농축기술 개발목표 전략

- 미국의 석탄재 희토류 연구는 300~500ppm 농도로 희토류가 높게 분포한 석탄재를 대상으로 

최대 100배의 농축연구임

○ 석탄재 희토류 농축기술 개념

- 석탄재 희토류를 농축하는 기술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실시

 → 석탄재 분쇄 및 물리적 방법으로 산화철 분리

 → Leaching Agent를 이용한 희토류 농축액 분리(Leaching Agent는 재순환 사용)

 → Beneficiate(미분화된) By Product는 건축용으로 재활용

 → REE 농축물은 기존의 Post Processing에서 제련하여 희토류추출

나. 석탄재 희토류 제조 연구 고려 사항  

○ 미국의 석탄재 희토류 회수 연구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서 다음과 같은 

검토

- 석탄재와 기존 원광석과의 조성 차이에 따른 문제점

 → 희토류는 그 함량이 매우 적기 때문에 농축-추출 방법이 다르면 희토류 회수량이 매우 

적어질 수 있어서 유의해야함

 → 기존 희토류 원광석인 모나자이트, 바스트나사이트, 제노타임 등과 석탄은 구성이 다르므

로 농축연구 과정에서 고려해야 함

 → 또한, 석탄 부산물에서 낮은 농도의 REE는 더 많은 재료를 처리하여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며 추가 분쇄로 인한 미세 먼지 발생 증가, 대량의 액체 및 고체 폐기물의 발생 가

능성, REE 추출에 필요한 화학 시약의 독성 및 부식성 등 환경적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음

○ 기존 원광 전처리 기술을 활용하는 연구 병행

- 전통적인 원광 처리에서 사용하는 물리적 분리법을 폐기되는 저급탄 선별 공정에 활용하면서 희

토류를 회수하는 방안을 개발한다면 1석 2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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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사전농축 시스템(Rougher)의 개요도

○ 석탄발전 플라이 애쉬 및 바닥재의 REE에 대한 사전연구 필요성

- 비산재(fly ash) 및 바닥재(bottom ash)로부터 REE를 회수하기 위한 기초연구는 2012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최근 Neumann Systems와 Physical Sciences Inc. (PSI)는 석탄재에서 REE를 

회수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 중인데 석탄재 입자의 크기와 REE 함량에 관한 분석연구를 함

으로써 최적의 공정 구성가능

○ 광산 및 석탄재 저장 유출수로부터 희토류 회수연구

- 광산 및 석탄재 폐수에서 REE를 회수하면 산성 광산 배수 개선 프로젝트의 비용을 상쇄할 

수 있으므로 사업의 경제성을 보완할 수 있음

○ 접선 기술 개발(Tangential Technology Development) 

- REE 분리, 추출 및 처리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연관 기술을 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유전 영동분리(dielectrophoresis separation), 침출(leaching), 액상추출(liquid-liquid 

phase extraction), 고상추출(solid phase extraction), 고액추출(solid-liquid phase extraction 

및 용매추출(solvent extraction) 등의 기술을 연구에 포함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신기술을 

개발해야 함

 → 이 개념이 연구에 반영되어 DOE에서 다양한 연구과제가 도출되어 수행됨

○ 첨단 원격탐사, 탐지 및 제어기술 도임

- 이러한 기술을 도입하여 효과적인 희토류 원료 대상 석탄을 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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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DOE의 석탄으로부터 희토류추출에 대한 다양한 옵션 개념

3. DOE 석탄재 희토류 기술개발 프로그램

가. 미국의 석탄재 희토류연구 기본방향  

○ 미국의 석탄재 희토류 연구는 300~500ppm 농도로 희토류가 높게 분포한 석탄재를 대상

으로 최대 100배의 농축연구시행

- 1단계 : 물리적 분리 (자력, 원심)

- 2단계 : 화학적 분리

 → 이 공정은 Acid Leaching과 Bio-Adsorption, 플라즈마 야금(플라즈마 처리–침출–용출-침

강), 이온교환 침출 농축 등 다양한 추출공정이 현재 개별적인 unit process로 연구되고 

있음

 → 이 공정을 거쳐 액상 희토류와 농축건조 희토류 등이 생산되며, 공정에 따라 REY rich나 

Sc rich 희토류가 추출됨

○ 미국 석탄재 희토류 기술 문제점 

- 대량의 화학약품 사용에 대한 환경문제와 경제성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DOE는 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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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DOE의 석탄재 희토류 연구 공정의 기본개요 

나. DOE 석탄재 희토류 연구의 정량적 목표  

○ 미국의 수십 개의 희토류 연구과제 수행 및 연구목표

- 희토류 함유 농도 300ppm 정도의 석탄재를 원료로 중량 기준 2% 이상의 희토류 정광 제조

와 90~99.99% 희토류 산화물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가장 중요한 연구 핵심은 석탄재로부터 고농도(2%)의 희토류 원광을 제조하는 것이며, 이를 

파일럿에서 실증한 후 벤치 스케일로 통합처리 시스템에서 제품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

고 있음

- 이러한 공정을 모두 친환경적으로 달성하는 것과 경제성 있는 사업모델로 개발하는 공정을 

설계 및 운용하는 것을 목표함

다. DOE/NETL 석탄재 희토류 연구 프로그램  

○ 이러한 기술을 도입하여 효과적인 희토류 원료석탄을 탐사

- DOE는 지난 2016년~2020년까지 5년간 약 550억 원의 연구비를 투입하여 다양한 연구 목적

을 포함하는 연구를 진행

- 2018년 기준 미국 NETL의 석탄재 희토류 연구현황은 다음과 같음 (총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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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미국 DOE/NETL 의 석탄재 희토류 연구 프로그램 목록

Technology Partner Award Number
Project 
Duration

Total 
Project 

Value(USD)
Key Technology Area

 Inventure Renewables, Inc FE0030146 2017-2019 1,250,000 Process Systems

 Marshall Miller & Associates, Inc. FE0029956 2017-2019 1,250,000 Process Systems

 Physical Sciences, Inc. FE0027167 2016-2020 8,750,166 Process Systems

 University of Kentucky FE0027035 2016-2020 8,820,009 Process Systems

University of North Dakota FE0027006 2016-2019 4,309,347 Process Systems

West Virginia University Research 
Corporation

FE0026927 2016-2019 4,339,414 Process Systems

 Battelle Memorial Institute FE0031529 2017-2019 874,940
Separation 

Technologies
 Lawrence Livermore National 

Laboratory
FWP-LLNL-18-

FEW0239
2018-2021 950,000

Separation 
Technologies

 Los Alamos National Laboratory
FWP-FE-810-1

7-FY17
2017-2020 1,000,000

Separation 
Technologies

 National Energy Technology 
Laboratory

FWP-RIC REE 
FY2016-2020

2015-2021 11,868,856
Separation 

Technologies

Ohio State University FE0031566 2017-2019 528,700
Separation 

Technologies

 Research Triangle Institute FE0031483 2017-2019 500,000
Separation 

Technologies

University of Kentucky FE0031525 2017-2019 404,969
Separation 

Technologies

University of North Dakota FE0031490 2017-2019 508,812
Separation 

Technologies

University of Utah FE0031526 2017-2019 499,000
Separation 

Technologies
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and 

State University
FE0031523 2017-2019 500,000

Separation 
Technologies

Wayne State University FE0031565 2018-2019 518,849
Separation 

Technologies
West Virginia University Research 

Corporation
FE0031524 2017-2019 864,258

Separation 
Technologies

 Adelphi Technology, Inc. SC0017943 2017-2018 215,851
 Enabling 

Technologies

 Applied Spectra, Inc  SC0017785 2017-2018 224,871 Enabling Technologies

Idaho National Laboratory
FWP-INL-B000

-17-015
2017-2020 1,000,000 Enabling Technologies

Los Alamos National Laboratory
FWP-FE-781-1

6-FY17
2017-2018 1,000,000 Enabling Technologies

Physical Optics Corporation SC0017737 2017-2018 225,000 Enabling Technologies

Physical Sciences, Inc. SC0017762 2017-2018 224,843 Enabling Technologies

Lawrence Livermore National 
Laboratory

TCF-17-13365 2017-2018 300,000 Enabling Technologies

Sum 50,927,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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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DOE의 석탄재 희토류 연구 참여 기관 

[그림 3-1-5] DOE의 석탄재 희토류 연구 참여 공정(켄터키 대학교)

웨스트버지니아대학교 North Dakota 대학교

켄터키 대학교 Physical Sciences Inc.
[그림 3-1-6] DOE의 석탄재 희토류연구 참여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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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국내 석탄재 희토류 농축기술 개발 
1. 기술개발 배경

가. DOE의 석탄재 희토류추출 연구 문제점

○ DOE의 석탄재 희토류추출

- 전처리 단계에서 분쇄 후 Fe2O3를 제거하고 5N 황산 용액에 Leaching 하여 희토류를 포함

한 금속류를 분리하여 다음 단계에서 제련공정으로 희토류를 추출하는 방식

 → 예를 들어 5N 황산 용액의 사용은 황산 사용량이 매우 많음을 의미

 → ( 물 1ton에 황산 490kg이 투입되며 석탄재는 최대 300kg의 Slurry 상태 투입 )

 → 황산 재활용을 위한 공정에서 다량의 산성폐수 발생과 같은 문제점

○ DOE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Leaching 공정을 연구하고 있음

나. 석탄재 탄소 광물화 공정  

○ 석탄화력발전소나 소각로에서는 배출가스의 탈황을 목적으로 석회수 반응을 함 

- 석회수[Ca(OH)2-H2O]와 SO2, SO3가 반응하면 CaSO4로 고정화되어 대기오염 방지 가능

 → 다량으로 투입되는 CaO, MgO로 인하여 소각재의 pH가 과도하게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 

 → Excess로 투입된 CaO, MgO를 Hydration 반응시킨 Ca(OH)2, Mg(OH)2는 SO2, SO3에 의한 

대기오염 방지뿐만 아니라 중금속과 반응하여 염을 형성할 수 있으므로 토양의 pH 값을 

낮추는 역할을 함

- Ca(OH)2, Mg(OH)2는 CO2와 반응하여 탄산염을 형성할 수 있음

 → 소각재를 환경오염이 없는 복합탄산염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

○ 탄소 광물화 공정 요약

- 1단계 Hydration 반응

 → 석탄재 속의 CaO, MgO를 Hydration으로 Ca(OH)2, Mg(OH)2 제조

 → ( 나머지 Al2O3, SiO2, Fe2O3 성분들은 Slurry 상태로 존재 )

- 2단계 Carbonation 반응으로 복합탄산염 제조

 → CO2 + Ca(OH)2, Mg(OH)2 → [ CaCO3, MgCO3 + Al2O3, SiO2, Fe2O3 ]

○ 석탄재와 소각재에 대한 탄소 광물화 공정은 비교적 공정이 단순하지만 매립하던 석탄

재와 소각재를 재활용한다는 의미에서 활용도가 높게 평가됨

○ 탄소 광물화 공정이 완전히 실현되어 독성이 제거되기 위해서는 공정에 대한 투자가 필

요하였으나, 생성물의 효용 가치가 제대로 개발되지 못하였고 온실가스 감축 인증에 의



- 91 -

한 편익 반영이 안 되어 그 가치가 제대로 인증받지 못함

○ 2020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탄소광물플래그십 연구”를 통하여 탄소광물화 기술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 인증(CDM)을 획득함

다. 알칼리 Leaching에 의한 탄소 광물화 공정기술 개발  

○ 석탄재로부터 유가 금속을 포함한 희토류 추출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었지만 상용화는 

이뤄지지 못함

- 원인 : Acid Leaching의 문제점(다량의 Acid 사용 및 산성폐수 발생)

○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알칼리 Leaching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데 알칼리는 Ash 

성분과 화학적 반응을 하기 때문에 소비량이 많아 경제성이 없음

○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탄소 광물화 공정을 알칼리 

Leaching 공정에 응용하여 새로운 『알칼리 Leaching에 의한 탄소 광물화 공정기술』을 

개발

2. 석탄재 희토류 농축기술개발 내용

가. 개발 공정 개요  

○ 석탄재 희토류 농축기술은 100~300ppm 수준의 희토류 농도를 100배 정도 올리는 방법으

로써 희토류추출 전에 반드시 요구됨

○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석탄화력발전소의 석탄재와 배출가스 및 NaOH를 이용하여 석탄

재 속의 희토류 함량을 농축하는 기술을 아래와 같은 5단계 반응으로 개발

- ①(물리적 분리단계), ②Hydration 반응 단계, ③NaOH Leaching 반응 단계, ④Carbonation 

반응 단계, ⑤NaOH Recovery 반응 단계

○ KIGAM에서 개발한 알칼리 Leaching에 의한 탄소 광물화 공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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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알칼리 Leaching에 의한 탄소 광물화 공정 

나. 농축반응 개요  

○ 알칼리 Leaching에 의한 탄소 광물화 공정은 약 10단계의 구분 공정

- 각 단계는 2, 4, 6, 8번의 화학적 반응과 3, 5, 7, 9, 10번의 물리적 분리공정으로 구성

 [표 3-2-1] 알칼리 Leaching에 의한 탄소 광물화 공정 단계 

번호 공정 단계 공정 및 반응

1
Physical 

Separation
물리적 선별로 Fe2O3 분리

2 Hydration CaO, MgO + H2O → Ca(OH)2, Mg(OH)2

3 Hydrate 분리 Ca(OH)2, Mg(OH)2 분리공정

4 NaOH Leaching
Al2O3 + 2NaOH + 3 H2O → 2 NaAl(OH)4

SiO2 + 2NaOH → Na2SiO3 + H2O

5 Extraction Re(OH)3 + Non-Soluble Precipitation Extraction

6 Carbonation
2Na[Al(OH)4] + CO2 + → Na2CO3 + 2Al(OH)3 + H2O 

Na2SiO3 + CO2 → Na2CO3 + SiO2 + H2O

7 By Product Al(OH)3, SiO2 부산물 분리공정

8
NaOH

Recovery
Na2CO3 + Ca(OH)2 → 2NaOH + CaCO3
Na2CO3 + Mg(OH)2 → 2NaOH + MgCO3

9 By Product CaCO3, MgCO3 부산물 분리공정

10 Recycling NaOH 분리, 회수 및 재활용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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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분리공정 개념

○ 각 공정의 생성물은 석탄재 슬러리에 혼합된 상태이므로 복잡한 구성

○ 3번 Hydrate 분리

- Ca(OH)2, Mg(OH)2 Hydrate는 석탄재 Slurry 속에서 생성되기 때문에 분리가 매우 까다로움

- 이 분리가 수행되기 위해서는 빠른 반응과 여과 공정이 필요함

 → 반응이 느리면 Hydrate 결정 입자가 커지면서 Slurry 분리가 어려움

- Ca(OH)2, Mg(OH)2 Hydrate 속에는 미분 형태의 석탄재가 포함될 수 있는데, 이들은 NaOH 

Recovery 공정에서 CaCO3, MgCO3 결정화 입자를 크게 하여 분리

○ 5번 농축 희토류

- 농축 희토류는 용해되지 않는 다른 금속류와 함께 Precipitate 형태로 분리됨

- 이 공정은 연속식 비중 분리방식이 적용됨

○ 7번 Al(OH)3, SiO2 분리공정

- Carbonation 공정의 생성물인 Na2CO3는 용해도가 높은 물질이므로 By Product와 온도-용해

도 차를 이용하여 분리

- 이 공정은 가열-냉각 공정이므로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Heat Balance 공정 설계가 필

요

○ 9번 CaCO3, MgCO3 분리공정

- CaCO3, MgCO3는 용해성이 낮기 때문에 온도-용해도 특성을 이용하여 분리

3. 알칼리 Leaching과 탄소 광물화 반응공정의 타당성 분석

가. 석탄재 희토류농축 반응기술의 타당성 검증 방법  

○ 모든 화학반응은 열 출입을 동반하며 반응이 정반응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반응공정의 

△G(깁스 자유에너지 변화 값) = △H – T△S = (-) 값을 나타내야 함

- △H(kJ/mol) : 반응 후 물질 엔탈피 값 총계 – 반응 전 물질 엔탈피 값 총계

- △S(J/mol) : 반응 후 물질 엔트로피 값 – 반응 전 물질 엔트로피 값

- △G(kJ/mol) = △H – T△S

- T = 298K 값 기준 계산 

○ △G 값이 (-) 값을 나타내면 반응은 정반응으로 반응은 타당한 것이며 값이 클수록 반응

속도와 수율이 높아지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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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Hydration 반응 검증  

○ CaO + H2O → Ca(OH)2

- △H(kJ/mol) : -64.45

- △S(J/mol) : -24.65

- △G(kJ/mol) = △H – T△S = -71.8

 → (-) 값이므로 자발적 반응

○ MgO + H2O  →  Ca(OH)2

- △H(kJ/mol) : -39.37

- △S(J/mol) : -33.66

- △G(kJ/mol) = △H – T△S = -49.4

 → (-) 값이므로 자발적 반응

다. NaOH Leaching 반응 검증  

○ Al2O3 + 2NaOH + 3H2O → 2Na(Al(OH)4

- △H(kJ/mol) : -12.8

- △S(J/mol) : -34.17

- △G(kJ/mol) = △H – T△S = -2.62

 → (-) 값이므로 자발적 반응

 → (정반응이 일어나기는 하나 작으므로 반응 효율 향상을 위해서는 후속 반응과 결합해, 

Product 농도 저감 반응을 동시에 실시하는 공정을 구성해야 함)

○ SiO2 + 2NaOH  → Na2SiO3 + H2O

- △H(kJ/mol) : -3.07

- △S(J/mol) : -44.15

- △G(kJ/mol) = △H – T△S = -15.93

 → (-) 값이므로 자발적 반응

라. Carbonation 반응 검증  

○ 2Na[Al(OH)4] + CO2  → Na2CO3 + 2Al(OH)3 + H2O

- △H(kJ/mol) : -122.5

- △S(J/mol) : -263.03

- △G(kJ/mol) = △H – T△S = -44.1

 → (-) 값이므로 자발적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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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2SiO3 + CO2 → Na2CO3 + SiO2 

- △H(kJ/mol) : -14.09

- △S(J/mol) : -221.58

- △G(kJ/mol) = △H – T△S = -56.47

 → (-) 값이므로 자발적 반응

마. NaOH Recovery 반응 검증  

○ Na2CO3 + Ca(OH)2 → 2NaOH + CaCO3 

- △H(kJ/mol) : -3

- △S(J/mol) : -42.9

- △G(kJ/mol) = △H – T△S = -15.18

 → (-) 값이므로 자발적 반응

○ Na2CO3 + Mg(OH)2 → 2NaOH + MgCO3

- △H(kJ/mol) : -50.0

- △S(J/mol) : 249.3

- △G(kJ/mol) = △H – T△S = -124.9

 → (-) 값이므로 자발적 반응

바. 알칼리 Leaching과 탄소 광물화 반응공정의 열역학 반응데이터 종합  

[표 3-2-2] 알칼리 Leaching에 의한 탄소 광물화 공정 검증 결과 

구분 Reaction
△G값
(kJ/mol)

Hydration
CaO + H2O → Ca(OH)2 -71.8

MgO + H2O → Ca(OH)2 -49.4

NaOH Leaching
Al2O3 + 2NaOH + 3H2O → 2Na(Al(OH)4 -2.62

SiO2 + 2NaOH → Na2SiO3 + H2O -15.93

Carbonation
2Na[Al(OH)4] + CO2 + → Na2CO3 + 2Al(OH)3 + H2O -44.1

Na2SiO3 + CO2 → Na2CO3 + SiO2 + H2O -56.47

NaOH Recovery
Na2CO3 + Ca(OH)2 → 2NaOH + CaCO3 -15.78

Na2CO3 + Mg(OH)2 → 2NaOH + MgCO3 -1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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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 석탄재 희토류 농축반응은 △G 값이 모두 (-) 값을 나타내어 자발적으로 반응이 성립함을 

보여줌(실험 결과와 일치)

사. 실험 결과와의 교차검증  

○ 석탄재가 연소되는 과정에서 융점이 낮은 Siliaca가 상당량의 Al2O3와 희토류를 감싸고 

융해되었으므로 이를 용해해야 희토류를 농축할 수 있음

- 국내 연구실험에서 Alkali Leaching으로 Silica가 충분히 용해 시킴을 입증

 → (황산은 Silica를 용해하지 못하여 희토류 회수에 불리한 문제발생)

실리카 조직이 

용해됨으로써

내부에 존재하는

희토류까지 

회수할 수 있고,

알루미나 부산물 

회수

가능\

[그림 3-2-2] 알칼리 Leaching에 의한 실리카의 용해 개념도 

- [ Alkali Leaching 기술 확인 ]

\

[그림 3-2-3] 알칼리 Leaching에 의한 실리카의 용해 모습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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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rbonation에 의한 Sodium Silicate 제조기술 확인 ]

[그림 3-2-4] 알칼리 Leaching 실험 및 결과 

- [ NaOH Recovery 기술 확인 ]

[그림 3-2-5] 알칼리 Recovery 실험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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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석탄재 희토류농축 개발 기술비교 

1. 알칼리 Leaching과 탄소 광물화 반응에 의한 농축공정의 우수성

가. Acid Leaching 문제점 회피  

○ 미국 DOE의 석탄재 희토류 농축기술은 경제성 확보가 가능한 2~5ppm에 이르렀음에도 

상용화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량의 황산 사용에 따른 환경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

○ 현재 희토류를 생산하는 지역에서의 환경 파괴는 복구를 불가능할 정도로 진행되고 있

지만 뚜렷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복구비용을 고려하여 가격만 올리고 있는 형편

○ 전술한 바와 같이 미래의 희토류 기술개발은 친환경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므

로 이를 극복하지 못하는 기술은 개발의 의미가 없으므로 반드시 친환경적 요소가 개선

되어야 함

나. 공정비용 감축  

○ 희토류 농축공정은 대상 원료 전체가 산 처리되었기 때문에 설비 구축비용이 매우 많이 

소요됨

- 국내개발 기술은 황산/질산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각종 공정 저장 용기는 물론 펌프, 교

반기, 제어 밸브, 공정 계측기 등이 부식 문제에서 조금 자유로워지면서 공정비용 감소가능

다. 희토류 회수율이 높은 NaOH Leaching 공법   

○ NaOH Leaching을 하게 되면 Silica가 녹게 되는데 석탄재는 연소과정에서 실리카 입자가 

용해, 냉각되면서 구슬 모양을 형성

- 알루미나 입자와 기타 여러 입자를 포함하는데 희토류가 붙은 입자도 포함하기 때문에 상

당량의 희토류가 들어 있게 됨

 → 기존 석탄재의 Leaching 공법에서는 실리카까지를 용해하기 위하여 황산-질산 혼산을 사

용

라. NaOH Recovery 공정의 경제성  

○ 개발 공정은 탄소 광물화 공정에 의해 NaOH가 전량 몰비 반응으로 회수되므로 NaOH 

소비율이 매우 낮음

- Leaching 공정에서 NaOH 사용량은 물 1톤당 0.4 톤으로써 석탄재 100만 톤 처리 시(희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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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량 약 200 톤) 이론적으로 약 200만 톤의 NaOH가 투입됨

- 희토류 1톤당 농축 NaOH가 약 1만 톤 투입되는 셈이다. 그러나 본 개발 공정에서는 대부분 

NaOH가 회수될 수 있으므로 NaOH의 소비율을 최대 5% 이하로 볼 수 있음

- 황산/질산 공정은 몰비 반응에 의한 회수가 아니므로 분리공정 비용이 많고 약간의 유출로

도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음

마. 발전소 배출 CO2 원료사용  

○ 탄소 광물화 공정의 가장 큰 특징은 CO2가 제조 원료로 사용된다는 점으로 기존 석탄재

를 이용한 복합탄산염 제조공정과 유사하게 분자량이 높은 CO2가 원료에 포함됨으로써 

부산물 생성량을 높여 경제성을 올려 줌

바. 알칼리 Leaching과 탄소 광물화 반응에 의한 농축기술의 경제성 편익 요소

○ 알칼리 Leaching과 탄소 광물화 반응에 의한 농축기술

- Acid Leaching 배제

- 공정비용 감축

- 희토류 회수율 상승

- NaOH 재활용 상승

- 부산물 회수율 상승

 → 경제성이 높아 상용화 가능

2. 알칼리 Leaching과 탄소 광물화 반응에 의한 농축공정의 친환경성

가. 환경오염 방지

○ 전술한 바와 같이 국내개발 기술은 Acid Leaching을 하지 않음으로써 산성폐수 배출에 

의한 환경오염 문제점을 회피할 수 있음

나. 폐기물 재활용

○ 국내개발 기술은 폐기물 매립에 따른 환경오염을 걱정하던 발전소 석탄재를 산업용 부

산물로 재활용할 수 있게 되어서 폐기물 발생을 대폭 감소할 수 있음

- 석탄재 1톤 처리당 재활용되는 산업부산물 양은 약 840kg

다. 온실가스 감축

○ 국내개발 기술은 발전소 배출 온실가스를 공정의 원료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원료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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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매우 친환경적인 기술

- 석탄재 1톤당 처리당 약 300kg의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가능

라. 환경 편익 산정 요소

○ 알칼리 Leaching과 탄소 광물화 반응에 의한 농축공정의 친환경성에 의한 환경 편익산

정 요소

- 환경오염 방지 편익

- 폐기물 발생감축 편익

- 온실가스 감축 편익

[그림 3-3-1] DOE의 석탄재 희토류추출 연구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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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개발 기술과 DOE 개발 기술비교 요약

[표 3-3-1] 석탄재 희토류 국내 기술과 미국 DOE 기술비교 요약표

분야 DOE 기술 국내 기술 비고

석탄재 
원료

REE 함량 높은
석탄재 

순환유동층 석탄재 
(CFBC 발전소 석탄재)

향후 석탄 화력은
CFBC (초임계 및 초초
임계용 발전) 기술로 

변화될 전망임

[참고] 
CFBC 
석탄재 
특징

CFBC 발전에서는 환경오염과 보일러 클링커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CaO, 
MgO를 투입하는데, 이들의 엔탈피 값이 커서 탄소 광물화 반응이 자발적으
로 일어나도록 한다. 알칼리 Leaching과 탄소 광물화 반응에 의한 농축공정

은 CaO, MgO 성분을 기반으로 사용되는 공정이다

맥석 제거 
방법

황산 추출 방식
(Acid Leaching)

염기 용매 방식
(NaOH Leaching)

DOE 방식은 농축단계
에서 대량의 Acid 사용 
방식으로 환경오염

문제가 있다.

용매 회수 
방식

황산 분리 및 정제 NaOH Recovery 반응
NaOH Recovery

방식이 회수율 높다

용매 비용 높다 낮다 국내 기술이 경제적

건설재료 
부식성

SUS 304 재료 기준
10% H2SO4 조건(비등점)

→ 1.25mm / 년

SUS 304 재료 기준
10% NaOH 조건(비등점)

→ 0.125mm / 년

국내 방식이
건설비용 적다

희토류 
회수율

SiO2 Leaching 불가 SiO2 Leaching 가능
국내 기술이 회수율

더 높다.

부산물 없음
Al(OH)3, SiO2, CaCO2, 

MgCO3

국내 기술은
석탄재 1톤당
840kg 생산

CO2
처리 효과

CO2 처리 효과 없음
CaO + CO2 → CaCO3
MgO + CO2 → MgCO3

국내 기술은 CO2
감축 효과 높다

온실가스
감축 기능

없음 있음
국내 기술이 더

친환경적

결론

국내 기술은 미래 석탄화력 발전에서 주력이 될 초초임계 순환유동층 화력발
전소에서 배출되는 CaO, MgO가 함유된 석탄재와 발전소 배출 CO2를 원료로 
하여 2% 수준의 희토류 정광을 생산(농축)할 수 있는 기술로써, 미국  DOE 

개발 기술과 비교할 때, 경제성과 환경 안정성이 높은 기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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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사업의 기본방향 

1. 사업의 비전

가. 희토류 국산화 기술개발  

○ 희토류 주요 국가의 무기화 정책에 대응

- 희토류 원소는 첨단소재 산업에서 대체가 불가할 정도로 특성이 우수하나 지각 분포가 특

정 지역에 한정되어 그간 특정 생산국의 공급에 의존된 산업구조를 가짐

- 우리나라는 대륙 국가와 해양 국가의 연결지점에 있는 문제로 정치적 문제가 산업문제에 

곧바로 영향을 받는 지정학적 구조

 →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 휘말려 희토류 공급 제한을 받았고, 전통적인 한일 문제에도 

희토류를 비롯한 전략제품의 교역이 영향 받음

-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희토류 국산화 기술이 반드시 개발되어야 함

 → 희토류 국산화는 단순히 희토류 원료의 안정적 수급문제 해결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주변

의 국제정치를 안정시킬 수 있는 요인

 → 우리나라가 첨단소재 분야에서 결정권이 높아지면 교역국으로서 위상이 높아져 다양한 

옵션이 생기기 때문

○ 희토류 거래가격 안정화 

- 2011년 중국의 희토류 쇼크 때 국제 희토류 가격은 최대 10배까지 급등하였다. 이는 희토류

소재가 Critical Material로써 소재 생산에 꼭 필요한 물질이기 때문이다.

- 중국의 희토류 공급 가격은 결국 정상상태를 회복되었는데 이는 중국의 굴복이 아닌 원하

는 정치적 목적을 획득했기 때문

 → 이 사건이 시사하는 점은 중국의 희토류 쇼크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미래 첨단소재 분야에서 중국과 경쟁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희토류 가격 쇼크 문제

는 언제든지 발생가능

4 실증사업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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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2011년 국제 희토류 가격 쇼크

나. 국내 첨단소재 산업의 발전에 기여

Magnet 희토류

합금 희토류

광학 유리 희토류

세라믹 희토류

형광 희토류

군사 희토류

촉매 희토류

[그림 4-1-2] 글로벌 주요 소비 분야의 희토류 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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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희토류는 미국에서 전통적으로 석유/정유 산업의 촉매 용도로 비중이 높았지만, 최

근 글로벌 산업에서는 자석, 합금, 전기/전자 분야의 유리 광학 분야로 소비량이 증가하

는 추세

- 우리나라의 미래 소재 산업에서 희토류의 중요성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임

- 희토류 국산화 개발은 희토류 소재 공급을 원활하게 하여 연구를 활성화함으로써 우리나라 

첨단소재 산업을 글로벌 선진국 수준으로 올릴 수 있게 함

- 새로운 고부가 소재 제조산업의 정착으로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기대됨

다. 지속가능성-친환경 희토류 제조기술 개발로 미래기술을 견인  

○ 희토류 국산화 기술개발의 방향은 친환경 방식

- 기존 희토류 생산 방식은 막대한 환경오염을 동반하고 있어서 글로벌 환경 트렌드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사업

- 희토류 국산화 기술개발의 이점

 → 환경 파괴와 환경오염물질 배출 감축

 → 석탄재 폐기물 발생감축

 → 온실가스 배출 감축

 → 환경 편익 획득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기술

[그림 4-1-3] 희토류 국산화 개발사업의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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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의 정량적 목표

가. 석탄재 희토류 농축공정 상용급 실증 규모  

○ 상용급 석탄재 희토류농축 공정기술 개발

- 알칼리 Leaching과 탄소 광물화에 의한 석탄재 희토류 농축공정에 대한 Pilot 설비 운영을 

통하여, 석탄화력발전소 배출 석탄재를 농축할 수 있는 공정을 구축

- 기존 국내 표준 석탄화력발전소는 대부분 1,000MW x 2기 형태로 건설됨

 → 희토류농축 실증화 사업 설비 1기의 석탄재 처리량은 2,000MW급 석탄화력발전소 배출량 

규모로 함

 → [석탄재 희토류농축 설비 석탄재 처리 규모]

  : 2,000MW x 0.43톤 Ash/MW x 0.07 x 24hr/일 = 1,445톤/일

  : 1,445톤 x 328.5day = 474,682.5톤/년

나. 석탄재 희토류 국산화 제조공정 상용급 실증 규모  

○ 희토류 국내 소비량 10% 생산 위한 석탄재 수급 

- 2019년 국내 희토류 수입량은 희토류 금속이 178.4 톤이며 희토류 화합물은 3,084톤으로 화

합물 기준 총수입량은 약 3,441톤 

- 이 중 10%를 국산화하기 약 연간 344톤의 희토류를 생산해야 함

- 국내 석탄재의 평균 희토류 함량은 약 250ppm으로 가정하고 80% 회수율을 고려하면 석탄

재 1톤당 약 0.2kg의 희토류 회수가 가능

 → 344톤의 희토류를 회수하기 위해 1,720,000톤÷0.8(원료 투입 손실율)=2,150,000톤의 석탄

재가 필요

○ 실증사업 농축설비 구성 

- 석탄재 농축 실증사업 1기의 석탄재 처리설비는 474,682.5톤

 → 상용화를 위한 농축설비 구축 규모는 2,150,000톤 ÷ 474,682.5톤 = 4.53 

 → 농축설비 구축 규모는 5대

- 1일 농축 정광 생산 규모는 1,445톤 ÷ 100 = 14.45톤 

○ 실증사업 추출설비 구성 

- 석탄재 농축 사업의 농축도는 100배이므로 2,150,000톤/년 ÷ 100 = 21,500톤/년

 → 희토류농축 정광 추출설비의 처리 규모는 21,500톤/년 ÷ 328.5일/년 = 65.45톤/일

- 희토류 생산량은 (21,500톤/년 x 0.8) x 0.02 = 344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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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석탄재 희토류 실증사업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 온실가스 감축량

- 석탄재 1톤당 CO2 감축량은 약 351kg이므로 (50wt% CaO+MgO 경우) 온실가스(CO2) 감축 

목표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

 → 1,720,000t x 0.351 = 605,143t

○ 온실가스 감축 인증 

- 석탄재 처리로 CO2 감축을 인증받기 위하여 두 가지 인증을 획득

 → 유엔 CDM 인증절차에 등록하여 CER (인증실적 소유권) 획득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에 의하여 온실가스 배출

권 획득 

라. 산업부산물 생산 목표  

○ 석탄재 농축공정에서 다음과 같은 산업부산물을 획득

- Fe2O3 85kg

- Al(OH)3 100kg

- SiO2 220kg

- CaCO3 710kg

- MgCO3 120kg

○ 총 1,235kg의 생성 부산물 중 분리공정 Loss 고려하면 약 860kg의 산업부산물을 회수가

능

- 본 사업에서 온실가스 편익과 부산물 판매사업 편익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유치



- 108 -

[그림 4-1-4] 희토류 국산화 실증사업의 정량적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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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석탄재 희토류농축 실증화 사업의 기술계획 
1. 석탄재 희토류 Mini Pilot 구축사업 

가. 석탄재 희토류 Mini Pilot 사업의 개요  

○ 사업추진 기관 : 산업통상 자원부

○ 사업추진 기간 : 2021년~2022년

○ 사업추진 목적 : 석탄재 희토류 국산화를 위한 상용화 실증사업의 설계자료 도출

나. 석탄재 희토류농축 Mini Pilot 설비 구축계획  

○ 석탄재 처리 규모

- 석탄재 처리 설계속도 : 400kg/h (3,500톤/년)

- 석탄재 처리속도 달성목표 : 320kg/h (2,800톤/년)

○ 희토류 정광 생산 설계 규모 

- 희토류 정광 생산 속도 : 10kg/h (87.5톤/년)_(희토류 농도 200ppm 이상 기준 조건)

- 전처리 석탄재 기준 100배 농축 (이론적으로 20,000ppm(2%) 정광 제조)

다. 석탄재 희토류추출 Mini Pilot 설비 구축계획  

○ 석탄재 희토류 정광 처리 규모

- 희토류 정광 처리 설계속도 : 8kg/h  (87.5톤/년)

- (전처리_Fe2O3 제거된_ 석탄재 내 희토류 농도 200ppm 이상 기준 조건)

○ 희토류 생산량 

- 2% 희토류 정광 8kg/h 투입에 따른 이론적 최대치는 160g/h 

라. 석탄재 희토류 Mini Pilot 설비 구축비용 및 일정  

○ Mini Pilot 사업비 : 70억 원 

○ 건설 및 운전 개발 완료 기간 :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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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석탄재 희토류농축 실증화 사업 플랜트 공정 계획 

가. 석탄재 전처리 공정  

○ 1,445톤/일 규모의 석탄재 처리 단위 설비 개발

○ 1,445톤/일 규모 x 5set의 석탄재 처리설비 구축

○ 분쇄(Milling)

- 석탄재를 1mm 이하 입자로 균일 분쇄 및 분진 제거

○ 1단계 분리 : Magnetic Fe2O3 입자 제거

○ 2단계 분리 : 물리적 비중 분리로 Fe2O3 입자 제거

- Down Particle은 Magnetic 분리로 재순환

○ 맥석 분리 : Al2O3, SiO2, MgO, CaO

나. Hydration 공정  

○ CaO, MgO + H2O → Ca(OH)2, Mg(OH)2

○ MgO, CaO를 수화반응으로 Ca(OH)2, Mg(OH)2로 전환하는 반응

- 고속 반응을 유도하기 위하여 High Shear Rate 교반과 냉각 열교환 필요

○ 전환된 Ca(OH)2, Mg(OH)2를 분리하는 공정

- Al2O3, SiO2, Slurry와 분리하기 위해서는 2단계 분리가 필요

 → 현탁액과 Precipitate 분리

 → 현탁액 속의 Ca(OH)2, Mg(OH)2 분리

 → 현탁 분리액과 Precipitate의 재반응 및 순환 분리

○ Ca(OH)2, Mg(OH)2 슬러리와 Al2O3, SiO2 Precipitate 후단 공정 이송 

다. NaOH Leaching 공정  
○ Al2O3 + 2NaOH + 3 H2O → 2 NaAl(OH)4

○ SiO2 + 2NaOH → Na2SiO3 + H2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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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탄재 속의 희토류를 분리하기 위하여 맥석(Al2O3, SiO2)을 용해하는 공정

- 발열 공정으로 고속 용해 반응을 유도하기 위하여 강력한 High Shear Rate 교반과  냉각 

열교환 반응 필요

○ Sodium Aluminate 및 Sodium Silicate Leachate와 REEs Precipitate를 분리
○ Leaching 공정과 Continuous Filtering 공정을 연속화하기 위하여 Leachate Aging과 

Leachate Surging Tank를 운영
○ REEs Precipitate는 후단의 Filter Dryer 공정으로 연결

라. Carbonation 공정   

○ 2Na[Al(OH)4] + CO2 + → Na2CO3 + 2Al(OH)3 + H2O 

○ Na2SiO3 + CO2 → Na2CO3 + SiO2 + H2O

○ Leachate와 CO2 반응으로 Al(OH)3, SiO2 부산물 회수

○ 탄산화물(Sodium Carbonate) Na2CO3를 분리하는 공정
- 발열 공정으로 고속 용해 반응을 유도하기 위하여 강력한 High Shear Rate 교반과 냉각 열

교환 반응 필요

- 공정을 연속화하기 위하여 Carbonate Aging과 Carbonate Surging Tank를 운영

마. NaOH Recovery 공정 
○ Na2CO3 + Ca(OH)2 → 2NaOH + CaCO3

○Na2CO3 + Mg(OH)2 → 2NaOH + MgCO3

○ 탄산나트륨과 수산화물이 반응하여 NaOH를 Recovery하고 CaCO3, MgCO3 부산물을 분

리 회수하는 공정

- 발열 공정으로 고속 용해 반응을 유도하기 위하여 강력한 High Shear Rate 교반과 냉각 열

교환 반응 필요

○ 공정을 연속화하기 위하여 복합탄산염 Aging과 복합탄산염 Surging Tank를 운영

바. 희토류농축 정광 제조공정 

○ NaOH Leachate의 침전물에서 희토류 정광 제조  

○ Washing → Filtration → Drying → Milling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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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석탄재 희토류농축 실증화 플랜트 공정도(PFD)

가. 석탄재 전처리 공정 PFD  

[그림 4-2-1] 석탄재 희토류 농축 전처리 공정(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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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Hydration 단계 및 Slurry-Emersion 분리공정 PFD

[그림 4-2-2] 석탄재 희토류 농축 수화 공정(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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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NaOH Leaching 단계 및 REE Precipitate 분리공정 PFD  

[그림 4-2-3] 석탄재 희토류 농축 알칼리 침출 공정(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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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Carbonation 단계 및 By Product Separation 공정 PFD  

[그림 4-2-4] 석탄재 희토류 농축 탄산화 공정(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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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NaOH Recovery 단계 및 By Product Separation 공정 PFD  

[그림 4-2-5] 석탄재 희토류 농축 알칼리 회수 공정(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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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REE Concentrate Recovery 공정 PFD  

[그림 4-2-6] 석탄재 희토류 농축 정광 회수 공정(6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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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석탄재 희토류추출 실증화 사업의 기술계획 

1. 석탄재 희토류추출 실증화 사업의 목적

가. 석탄재 희토류농축 공정과 연계되는 65.45톤/일 규모의 정광 추출설비 구축

나. 년 344톤 희토류 국산화 생산 공정 개발

다. 석탄재 기반 스칸듐 추출기술 확보

2. 희토류 개별 추출공정

가. 원광으로부터 농축된 정광 제조단계  

○ 선별된 원광석을 황산으로 용해하여 맥석 입자 구조를 해체하고 희토류 원소를 분리하

는 공정

○ 문제점

- SiO2는 HF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Acid에 용해되지 않음으로 기존 공정에서는 SiO2 속의 

희토류는 용출되지 않음

 → 해소하는 방안 : NaOH, Na2CO3를 이용하여 Roasting하면 Na2SiO3가 생성되어 Water 

Washing으로 제거하는 방법

 → H2SO4 Leaching 전에 실시하는 공정

○ 황산 용출 공정은 황산 알루미늄이 생성되어 황산이 소모되므로 황산 소비를 최소화하
기 위하여 정광 선별 단계에서 저농도 희토류 광석이 폐기됨

- Al2O3 (s) + 3 H2SO4 (aq) → Al2(SO4)3 (aq) + 3H2O (l)

○ 기타 맥석도 황산의 소비가 있는 용출 공정

- H2SO4 + CaCO3 → CaSO4 + H2O + CO2 

- H2SO4 + MgCO3 → MgSO4 + H2O + CO2 

나. Acid Leaching 단계  

○ 황산으로 처리되어 고 농축된 희토류 광석은 HCl, HNO3 등의 산에 용해 시켜 입자를 미

세하게 분리

- [ RE(OH)3 + 3HCl → RECl3 + 3H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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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traction-Scrubbing-Stripping-Washing 단계  

○ 희토류추출은 2개의 용매를 이용하여 분배(평형)계수 차이에 분리 방법이 사용

- Acid와 비중이 다른 유기 용매를 Acid Leaching 용액에 혼합하면 비중 차이로 상등액이 되

는 유기 용매에 pH 영향으로 희토류가 이동하는 현상을 이용하는 방법

- 원소별 Distribution Coefficient 값이 다르므로 이 분리법을 다단으로 사용하면 각각 용해된 

희토류 원소를 상하로 분리가능

- 상등액 속의 희토류는 Oxalic Acid로 침전시켜 분리함으로써 분배계수 차이에 의한 희토류 

원소 분리 가능

라. 다단계 분리공정에 의한 원소 분리단계  

○ 희토류 용매추출 공정
- Light, Middle, Heavy Group로 분리

- 경희토류는 동일한 용매추출 법으로 다단 분리

- 중희토류는 용매추출, 이온교환 등의 방법으로 분리

[그림 4-3-1] 희토류 정광으로부터 희토류 원소 추출 개념

3. 석탄재 희토류 국산화 추출기술 개발 필요성

가. 국산화 기술과 기존 추출기술과의 환경 차이  

○ 알칼리 Leaching과 탄소 광물화 기술에 의한 석탄재 희토류 정광이 기존 DOE의 석탄재 

희토류농축 정광과 다른 점

- 실리카 원소가 Alkali Leaching으로 대부분 제거됨 → 희토류 회수율 향상

- Ca, Mg 원소가 Hydration 공정에서 제거되었음 → 추출공정 방해요인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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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석탄재 희토류 국산화 추출기술 개발 필요성  

○ 석탄재 정광의 구성 성분 변화는 Extraction-Scrubbing-Stripping 공정의 분배계수에 영향

을 주기 때문에 새로운 추출공정이 필요함

○ 석탄재 희토류 추출공정은 기존의 공정방식 사용은 같으나 세부적으로 새로운 기술개발 

탄생을 요구

다. 석탄재 기반 Scandium (스칸듐 Sc) 추출공정 개발 필요성  

○ 스칸듐은 소재의 밀집 구조를 유도하여 크랙을 방지함으로써 강성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 소재로 사용됨

- 군사용뿐만 아니라 특히 운송용 분야에서 스칸듐을 사용하게 되면 강도가 획기적으로 올라

가서 경량화로 인한 에너지효율을 크게 향상 가능

○ 미래의 운송 수단은 경량화 관건이 매우 중요한 만큼 스칸듐을 대량 사용할 수 있다면 

혁신적인 경량화 차량이 탄생할 수 있어서 온실가스 감축에도 크게 기여할 것임

○ 스칸듐은 다른 희토류처럼 고농축 원광 발견이 어렵고 스칸듐 회수율을 올리기 위한 전

처리 농축공정이 어려워 추출가격이 매우 비쌈

- 석탄재 1톤 속에 포함된 스칸듐은 나머지 희토류 전체를 합한 금액보다 몇 배가 더 비쌀 

정도

○ 가장 가벼운 소재인 알루미늄에 스칸듐이 혼합되면 강도가 15배까지 증가

[그림 4-3-2] Sc 함유에 따른 각 합금 소재의 강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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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3] 희토류 농축광에서 Roasting에 의한 실리카 제거 공정

[그림 4-3-4] 스칸듐 제조공정

- 석탄재의 NaOH Leaching에서는 Roasting 공정이 필요 없이 실리카가 제거되어 Sc의 함량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Sc 원광이 아니어도 Sc를 추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 

 → 석탄재 희토류 국산화 공정개발에서는 스칸듐 추출기술을 반드시 개발할 필요

- 스캄듐 원소는 합금으로 소재의 강도를 올리는 분야만이 아니라, 최근 가장 주목을 받는 고

체산화물 연료전지의 핵심소재로 사용되고 있어서(SOFC의 운전 온도를 낮춰주는 역할 – 
전해질 소재의 안정성을 대폭 향상) 미래에 수요가 많이 늘어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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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석탄재 희토류추출 실증화 플랜트 공정 계획도

가. 석탄재 희토류추출 국산화 공정 종합 Diagram  

[그림 4-3-5] 석탄재 희토류추출 국산화 종합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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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희토류 용매추출 국산화 단일 단계 공정도

[그림 4-3-6] 석탄재 희토류 용매추출 개별 단위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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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석탄재 희토류 실증화 사업의 원료 수급계획 

1. 국내 석탄재와 슬래그 발생 현황

가. 국내 석탄재 발생 현황  

○ 석탄재 사용량

[표 4-4-1] 국내 유연탄 사용량 (단위 : 톤)

○ 석탄재 발생량

- 수입 유연탄의 석탄재 발생 비율은 평균 10.5~11.5 wt%

- 이를 바탕으로 발생량을 추정(2016~2018 발생량은 환경부 자료)

[표 4-4-2] 국내 석탄재 발생량

○ 순환유동층 발전소 석탄재 발생량

- 제9차 전력 수급계획에서 2034년 석탄 화력 발전량은 약 2.9GW로 현재와 유사

- 향후 15년간 국내 석탄재 발생량은 9백만 톤/년 수준임

- 순환유동층 방식 USC(초초임계) 발전소는 약 17,500MW로 60% 비율

- 순환유동층 방식 발전소 석탄재 발생량은 연간 약 550만 톤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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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1]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및 순환유동층(CFBC) 방식 분포 현황

[그림 4-4-2] 2034년까지 국내 석탄화력 전력수급 계획(9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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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내 슬래그 발생 현황

○ 제철 슬래그 발생량 

- 제철 슬래그는 발전소 석탄재에 비해 석탄의 투입량은 약 1/3인지만 잔류 금속/비금속 물질

이 많아서 배출량은 상대적으로 높음

ㅇ 2017년 제철 슬래그 약 2,650만 톤
ㅇ 총발생량의 60%는 고로슬래그
ㅇ Posco : 현대 = 약 8 : 2 비율

[그림 4-4-3] 국내 제철 슬래그 발생량(2017)

○ 고로슬래그 재료의 특성 

- 고로(Blast Furnace)슬래그는 철광석과 유연탄 석회석 등을 혼합하여 선철을 제조하는 공정

이므로 무기물이 풍부하고 특히 칼슘이 환원되기 때문에 시멘트 용도로 매우 유용함 

 → 고로슬래그의 90% 이상이 시멘트 원료가 되는 이유

- 고로슬래그는 석탄재처럼 농축되지 않기 때문에 석탄재만큼 희토류가 없지만, 제강슬래그와 

비교하면 거의 10배 가까운 희토류를 함유

 → 고로슬래그는 장기적으로 희토류 제조의 한 원료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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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석탄재와 슬래그의 희토류 함량 

가. 국내 석탄화력발전소별 석탄재의 희토류 함량 분석

[표 4-4-3] 국내 석탄화력발전소별 석탄재 희토류 함량

REE
원소

동해 FA 서천 FA 영동 FA 보령 FA 당진 FA

자성 시료에서 희토류 함량이 최대 약 30% 감소. 자성 시료도 추출 필요함.

Bulk
자석류
 (0.4%)

Bulk
자석류
(2.8%)

Bulk
자석류 
(6.3%)

Bulk
자석류
(9.6%)

Bulk
자석류
(4.3%)

Y 48 36 41 33 49 43 63 46 73 44
La 66 42 53 38 51 44 53 35 76 42
Ce 130 87 102 80 98 91 105 78 148 91
Pr 14 9 12 8 11 9 12 8 16 9
Nd 55 34 47 31 44 35 51 33 65 36
Sm 12 8 10 6 10 7 11 7 14 8
Eu 2 1 2 1 2 2 2 2 3 2
Gd 9 8 8 6 8 7 10 8 12 8
Tb 2 1 1 1 1 1 2 1 2 1
Dy 9 7 8 6 9 8 10 8 12 8
Ho 2 1 2 1 2 1 2 2 2 2
Er 5 4 4 3 5 4 6 5 7 5
Tl 1 0 1 1 1 1 1 1 1 1
Tm 1 1 1 1 1 1 1 1 1 1
Yb 5 3 4 3 5 4 6 5 7 5
Lu 1 1 1 1 1 1 1 1 1 1
Sum 363 242 296 221 297 260 337 240 440 261

Oxide
(REO)

(산화물)

삼천포 FA 태안 FA 태안 BA 영흥 FA 여수 FA

Bulk
자석류
(4.4%)

Bulk
자석류 
(6.2%)

Bulk
자석류 
(28.8%)

Bulk
자석류 
(17.7%)

Bulk
자석류 
(62.5%)

Y 83 52 58 47 61 59 65 64 37 35
La 62 38 58 45 53 49 45 39 32 32
Ce 129 84 113 95 114 107 95 91 61 67
Pr 16 9 13 10 12 11 11 10 7 7
Nd 67 37 54 38 44 42 47 40 29 26
Sm 15 8 12 8 9 9 11 9 6 6
Eu 3 2 2 2 2 2 2 2 1 1
Gd 13 8 10 8 9 8 10 10 6 6
Tb 2 2 2 1 2 2 2 2 1 1
Dy 14 9 10 8 10 10 11 10 6 6
Ho 3 2 2 2 2 2 2 2 1 1
Er 8 6 6 5 6 6 7 6 4 3
Tl 1 1 1 1 0 0 1 0 1 1
Tm 1 1 1 1 1 1 1 1 1 0
Yb 9 6 6 5 6 6 7 6 3 3
Lu 1 1 1 1 1 1 1 1 1 1

Sum 426 266 348 275 332 313 316 293 197 196
(2015 한국 광물학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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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로슬래그의 희토류 함량 분석  

○ 고로슬래그의 희토류 함량은 제강슬래그의 약 10배로써 필요시 유용한 희토류 추출대상 

원료가 될 수 있음

[표 4-4-4] 고로슬래그와 제강슬래그의 희토류 함량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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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석탄재의 희토류 상세 분석  

[표 4-4-5] 희토류 원광과 석탄재 희토류 성분분석표(2020.1 한국지질자원연구원)

Mineral Bastnasite Bastnasite/Monasite Monasite Ion-adsorption clays CFBC 석탄회 

Formular RE(CO3)F REE(CO3)F/REEPO4 REEPO4
REE3+, 

[REE(H2O)n]
3+ 

석탄내 clay에 주로 분포 

Location
Mountain Pass Bayan Obo Mount Weld Longnan

Bottom 
Ash

Fly Ash Bottom Ash

미국, 
캘리포니아

중국, 북방희토(내몽고) 호주 
중국, 

남방희토(장시성)
대한민국, 삼척 

대한미국, 
신서천

Rare Earth 

elements
% % % % % % %

Sc trace trace trace trace 9.7 10.3 trace

La 33.2 23.0 26.0 1.8 14.8 16.0 28.9 

Ce 49.1 50.0 51.0 0.4 28.3 30.4 5.4 

Pr 4.3 6.2 4.0 0.7 3.8 4.0 6.2 

Nd 12.0 18.5 15.0 3.0 14.3 14.5 21.1 

Pm trace trace trace trace trace trace 0.0 

Sm 0.8 0.8 1.8 2.8 0.0 0.0 4.2 

Eu 0.1 0.2 0.4 0.1 1.1 1.1 0.8 

Gd 0.2 0.7 1.0 6.9 3.3 3.0 4.3 

경희토(LREE) 99.71 99.40 99.20 15.72 75.29 79.32 7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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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 0.0 0.1 0.1 1.3 0.6 0.5 0.7 

Dy 0.0 0.1 0.2 6.7 2.8 2.5 3.5 

Ho 0.1 trace 0.1 1.6 0.0 0.0 0.7 

Er 0.0 trace 0.2 4.9 0.0 0.0 1.9 

Tm 0.0 trace trace 0.7 0.0 0.0 0.3 

Yb 0.0 trace 0.1 2.5 0.0 0.0 1.8 

Lu 0.0 trace trace 0.4 0.0 0.0 0.3 

Y 0.1 0.5 trace 65.0 21.4 17.6 19.9 

중희토(HREE) 0.19 0.70 0.70 83.10 24.71 20.68 29.15 

합계 (%) 99.91 100.10 99.90 98.82 100.00 100.00 100.00 

5대희토(총량) 
비율 

(Nd,Pr,Eu,Tb,Dy)
16.5 25.1 19.7 11.8 22.5 22.7 32.3 

광물 품위(tREO) 8~12% 1~6% 5.40% 0.05~0.2%
128.7 ppm
(totalREE)

169.7 
ppm

(totalRE
E)

299.5 ppm
(totalREE)

정광 품위(tREO) 55~60% 
55-65% REO & 36% REO
@60%combinedrecovery

35-40% REO 
@70%recovery

50%
(insituleaching)

석탄회 내 희토류 총량은 원료탄 
산지별 다름

고품위인공광물제조위한고농축기술이
핵심

비   고

세계 정광 10% 
공급

2020년정련
상용화

세계최대 생산(45%공급)  
(철광부산물회수) 

Nb, Ta 수반
U,Th문제

세계 Dy 주요 
공급처HREE 함량 

高

석탄회에는 REE 품위는 낮을지라도 
중희토비율이높아실용화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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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료 수급계획

가. 석탄재 원료 수급계획 

○ (2 x 1,000MW급 순환유동층 석탄화력발전소)

- 동서발전 당진 9호기, 10호기

- 서부발전 태안 910, 10호기

- 중부발전 신보령 1호기, 2호기

- SK 고성 하이 1호기, 2호기

- 남부발전 삼척그린 1호기, 2호기 

- 포스코 삼척 블루파워 1호기, 2호기

- 삼성-남동 강릉에코파워 1호기, 2호기 

[그림 4-4-4] 1,000MW급 순환유동층 석탄화력발전소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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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로슬래그원료 수급 검토  

○ 슬래그 발생량

- 2017년 제철 슬래그 총생산량은 약 2,650만 톤

- 이중 고로슬래그 발생량은 1,630만 톤이다.

- Posco 포항 : 약 520만 톤 

- Posco 광양 : 약 780만 톤 

- 현대 당진 : 약 330만 톤 

○ 고로슬래그원료 수급 방안

- 현재 고로슬래그의 90% 이상이 시멘트용으로 사용 중

 → ( 고로슬래그 시멘트의 CO2 배출량은 일반 시멘트의 22% 수준)

- 고로슬래그 가격은 약 9,000원/톤이며 미분화 비용은 25,000원 수준

 → ( 참고 : 석탄재 Bottom Ash 폐기물 처리비용은 20,000원/톤 – 물류비 제외)

- 고로슬래그원료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원료비/물류비로 약 20,000원/톤 필요

- 희토류 원료 전량을 고로슬래그로 할 때 스칸듐(Sc)을 80% 이상 추출하면 사업 가능함

[그림 4-4-5] 고로슬래그 지역별 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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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석탄재 희토류 실증화 사업추진 계획 
1. 사업추진 전략

가. 실증사업의 상용화를 달성을 위한 『목표지향적 기술개발』  

○ 희토류 국내 수요의 10%인 년 344톤 생산을 위해 필요한 점

- 석탄재 1,445톤/일 처리 규모의 농축장비 개발

- 2% 농도의 희토류 정광 14.45톤/일 처리 규모의 희토류 추출장치 

- 온실가스 713,800톤/년 감축 및 CDM 인증과 CER 확보

- 석탄재 1톤당 산업부산물 860kg 달성

- 예타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이 유기적으로 결합 운영이 가능한 설계구조

나.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역할이 명확한 민관 참여기관이 민관 공동 투자사업을 구

성하고 『희토류 국산화 실증사업단』 창설

- 산업통상자원부 : 희토류 국산화를 통한 소재 강국 도약 

- (환경부) : 폐기물 발생 억제와 온실가스 배출 감축 정책 실현

- 지자체 : 첨단소재 신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 국책 연구기관 : 실증사업의 기술검증 및 연구개발 결과의 보급 확산

- 민간1 (투자) : 산업부산물 재활용을 통한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

- 민간2 (투자) : 희토류 국산 소재 공급기반 구축

- 민간3 (참여) : 희토류 국산화 실증기술 개발

다. 희토류 국산화 사업의 장기안정성을 위한 『수요기반 인프라 동시 구축』

○ 희토류 국산화 제조사업이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영위하도록 해야 할 점

- 희토류 소재 제조공장을 『첨단소재 산업단지』를 구축하여 입주 

- 첨단소재 산업단지 內에 『산업단지 지원센터』 구축하여 행정 및 경영지원

-『희토류 실증연구센터』 구축하여 공동연구시설 운영을 통한 업무 효율성 강화

- 희토류 소재의 효율적인 품질 인증을 위한 평가인증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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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추진 체계

가. 건설사업의 구성

○ 개념 및 기본설계 (Engineering)

- 신개발 공정이므로 Mini Pilot 운영을 통하여 개념 및 기본설계 실시.

- NaOH Leaching과 탄소 광물화 공법에 의한 희토류 농축기술 설계

- 국내 석탄재 원료(희토류 원소 구성)에 적합한 희토류 추출공정 설계

- 석탄재 1,445톤/일 농축과 희토류 정광 14.45톤/일 추출을 통합하는 공정개발

- 석탄재 1,445톤/일 개별 농축공정과 희토류 정광 72.25톤/일 추출 통합 공정용

○ Utility 공정개발

○ 건설 (Procurement & Construction) 

- 344톤/년 희토류 국산화 실증설비 건설

- 부지확보 및 사업 인허가

- Detail Engineering

- Fabrication & Procurement

- Civil & 

- Construction (Civil, Architecture, Erection, Piping & Electrics Work)

- Test Operation

○ 시운전 및 성능보장(Commissioning Operation)

- 344톤/년 희토류 국산화 실증설비에 대한 기술검증과 평가 판정

- 국책연구기관에서 평가단 구성 

- 『희토류 실증연구센터』에서 평가분석 업무 수행

- 석탄재 1,445톤/일 처리 농축성능 평가

- 14.45톤/일 처리 추출성능 평가

- 344톤/일 희토류 생산 성능평가

- 산화희토류_(RE)2O3 품질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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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예타 사업의 건설 범위  

○ 450,000톤/년 석탄재 농축 플랜트와 22,500톤/년 희토류 농축정광 추출 플랜트

○ 4 x 450,000톤/년 석탄재 농축 플랜트는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하며, 희토류 소재 산업단지는 추가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검토

[그림 4-5-1] 석탄재 희토류 국산화 공정과 예타사업 건설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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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업추진 체계  

○ 희토류 국산화 실증사업단에서 사업을 총괄 

○ 지자체는 지역 연계사업에 참여하고, 민간기업은 기술개발 설비와 연계된 수익사업에 참여

[그림 4-5-2] 석탄재 희토류 국산화 예타사업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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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업추진 참여 기관의 역할  

○ 산업통상자원부 (주관부처) 

- 본 사업의 최상위 의사 결정기관 (총괄기관)

- 본 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정책적 판단 및 사업단 운영에 대한 총괄관리‧감독

○ 산업기술평가관리원 (KEIT, 전담기관) 

- 사업단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감독과 평가 권한

- 본 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예산 운영, 목표관리 및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점검을 담당

○ 희토류 국산화 실증사업단

- 사업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실무 운영총괄을 담당

- 분야별 전략과제의 기획‧평가‧관리‧성과확산 등을 추진

- 사업계획 수립 및 수행 주도, 사업관리, 대내외협력, 유‧무형 성과물 관리 지원

- 사업개발 계획 수립 및 수행 주도

- 수행기관 선정평가

 → 사업관리

 →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대외 협력

 → 사업수행 성과관리 및 사업화 촉진하기 위한 기술이전

 → 사업단의 사업추진 방향 및 예산 조정에 대한 권한과 책임

- 사업단 본부조직 직원의 지휘 감독 및 운영·관리 등 사업의 전반적 경영관리

○ 국책연구기관

- 희토류 국산화 실증사업의 실시기관 조건을 충족하는 주체를 선정

- 실증기술 개발 주체로써 실증사업단의 기술자문 역할

- 실증사업에 포함된 주요전략연구과제 수행

- 실증사업의 성과확산을 위한 기술수요 발굴

- 구축된 실증 플랜트에 대한 성능평가

- 희토류연구 지원센터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전담

○ 지방자치단체

- 석탄재 희토류 국산화 사업의 지역연계 사업모델 수립

- 희토류 실증 플랜트와 가공산업 기업입주를 위한 산업단지구축 및 운영

- 희토류 소재 후방산업 관련 기업유치로 희토류 국산화 성과확산

- 석탄재 희토류 국산화 실증 플랜트와 연계할 부산물 제조사업 모델 수립

- 석탄재 희토류 부산물 참여 기업유치

- 석탄재 희토류 국산화 실증 플랜트에 대한 환경안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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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투자기업

- 예타사업 투자기업(실증 플랜트 운영기업)은 민간매칭 의무 이행

- 부산물 제조사업자는 석탄재 원료확보를 위한 발전사와의 사전협의 수행

- 발전소 배출가스와 농축설비 연계를 위한 발전사와의 사전협의 수행

- 석탄재 희토류농축 정광을 희토류추출 실증 플랜트로 이송 의무 이행 

- 화력발전소의 안전 운영을 위하여 희토류농축 플랜트의 안전관리 이행

3. 사업추진 일정

○ 희토류 국산화 실증사업 추진 일정

- 총 사업 기간 : 4년

- 기술검증연구, 설계 및 인허가 (18개월)

- 건설 30개월 

[그림 4-5-3] 석탄재 희토류 국산화 실증사업 건설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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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비 분석

가. 예타 사업 건설비  

○ 사업의 범위 

- 450,000톤/년 석탄재 농축 플랜트

- 22,500톤/년 희토류농축 정광 추출 플랜트

○ 사업자 업무 분장

- 석탄재 희토류 국산화 실증사업단 : 실증화 플랜트 건설 담당

- 민간 투자자 : 실증 플랜트 운영 담당

- 민간 투자자가 매칭을 하는 경우 지분으로 참여 

○ 예타 사업 건설비 ( 총 750억 원)

- R&D가 포함된 FOAK (First Of A Kind) 조건으로 NOAK 대비 1.65배 가격

- 450,000톤/년 석탄재 농축 플랜트 : 444억 원

- 22,500톤/년 희토류농축 정광 추출 플랜트 : 306억 원

나. 지자체 연계사업비 (국비 + 지방비)   

○ 희토류 Mini Pilot : 70억 원

○ 희토류 가공 산업단지 : 580억 원

○ 산업단지 지원센터 : 200억 원

○ 희토류 소재 후방산업 지원 : 400억 원 

다. 민간투자사업

○ 사업 범위 

- 450,000톤/년 석탄재 농축 플랜트 x 4개

- 발전소 원료 연계시설 ( 석탄재 및 배연가스 ) 

○ 사업 투자비 

- 450,000톤/년 석탄재 농축 플랜트 : 450억/1기

- 발전소 원료 연계시설 : 100억 원/1기

- 예상 연 매출 : 약 150~250억 원/1기 (수율 80%, 0.86/1ton, 50~80K원/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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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희토류 국산화 실증 플랜트 (예타 사업) 공사비 산정( Mini Pilot 공사비에서 

NOAK 가중치와 Scale Factor 적용하여 산정 )

○ Mini Pilot 건설비 

- 농축설비 : 상용급의 약 1/100, 4,000톤/년

- 추출설비 : 상용급의 약 1/200, 1.7톤/년

[표 4-5-1] 석탄재 희토류 Mini Pilot 공사비

Mini Pilot 금액 (백만 원) 세부내용

직접비

희토류
농축

3,465

- Pretreatment
- Hydration
 : Hydrate Separation
- NaOH Leaching
 : REE Concentrate Separation
- CO2 Carbonation Reaction
 : By Product Separation
- NaOH Recovery Reaction
- Carbonate Separation
- REE Concentrate Washing & Drying
Each BOP Facility

희토류
추출

2,835

- Pretreatment
 : Acid Leaching
 : Solvent Extraction
 : Extraction-Scrubbing-Stripping-Washing 
 : Light/Middle/Heavy REEs Separation
 : Ion Exchange Separation 
- Metallothermic Reduction
 : Each BOP Facility

소계 6,300

간접비

인건비 480 - Basic Engineering

연구비 220

- 연구재료비
- 전문가 활용
- 회의비, 출장비
지급수수료(시험비 등)

소  계 700

합계 7,000 -



- 141 -

○ 예타사업 건설비 산정 

- 농축설비 : 3,465 x 0.6(미개발 NOAK) x 100^0.6(SC Factor) = 32,950

- 인건비   : 480 x 200^0.6(SC Factor) = 11,530

- 추출설비 : 2,835 x 0.45(개발설비 NOAK) x 200^0.6(SC Factor) = 306.46

 → 농축설비 = ( 32,950+11,530 ) = 44,480 ≒ 444억 원 산정

 → 추출설비 ≒ 306억 원 산정  

- 예타사업 추정비 : 444억 원 + 306억 원 = 750억 원 

마. 희토류 국산화 실증 플랜트 (예타 사업) 운영비 산정

[표 4-5-2] 석탄재 희토류 국산화 실증 플랜트 운영비

Description Remark
Amount
(백만 원)

재료비 및
공정운영비

Gas & Water 100

Pretreatment
Chemical 

500

NaOH 5M (2% Loss) 2,250,000x3x0.2x0.02x200$/t 5,400

HCl (10% Loss) 22500x4x0.2x0.1x200$/t 450

PC88A 22500x4x0.2x0.03x6,000$x0.5/t 1,620

Oxalic Acid 22500x4x0.2x0.03x600$x0.5/t 162

Extraction Other 
Chemicals

1,500

WWT 1,000

 

Maintenance 직접비 3% 1,000 

Electric Charge 1,000 

Sub Sum 12,732

관리비
인건비 1,800 

일반관리비 2,700 

운영비 총계 17,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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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석탄재 희토류 국산화 
실증사업의 타당성 분석

제1절 필요성 및 시급성  
제2절 사업추진 타당성     
제3절 정부 지원 타당성  
제4절 기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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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필요성 및 시급성 
1. 희토류 국산화 제조기술 개발 필요성

가. 희토류 산업과 국내 소재부품 산업의 밀접한 연관성  

○ 2013년 미국 지질조사국 자료에 의하면 당시 희토류의 가장 큰 소비처는 화학산업 분야

의 촉매 용도로 62%로 집계하였고 자석 분야는 7% 수준

○ 이후 전기차의 급격한 생산량 증가와 함께 희토류 소비가 급증하면서 자석과 배터리 분

야에서 30% 이상의 수요확대가 발생

○ 우리나라의 소재 산업 역시 이 트렌드를 따라 발전을 해왔으며 향후 희토류를 이용한 

소재·부품 산업은 더욱 크게 발전할 것으로 보임

○ 2017년 국내 소재·부품 사업체 수는 제조업에서 37.2%를 차지하고 있고, 생산액은 743

조 원으로 제조업의 48.9%, 부가가치는 281조 원으로 제조업의 51.6%를 차지

○ 우리나라 2001년~2017년 사이 제조업이 평균 성장률과 부가가치 증가율이 6.6%, 6.2%인

데 비해 소재·부품 산업은 평균 성장율이 7.6%, 부가가치 성장률이 7.3%를 기록할 만큼 

소재부품 산업은 견실한 성장을 이어가며 우리나라 제조업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자료원:한국 소재·부품산업의 현황과 과제 (2019.07 KEIT 정책과 이슈)

[그림 5-1-1] 우리나라 소재부품 산업의 변화 지표

5 석탄재 희토류 국산화 실증사업의 
타당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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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월 7일 '한-중 희토류 신소재 기술 발전 세미나'에서 강경성 산업부 소재·부

품·장비 산업정책관(국장)은 "희토류 분야는 소재·부품·산업 경쟁력의 근간"이라면서 

“올 한 해는 핵심 기술력 확보, 전문기관 기능 강화를 통해 희토류 등 희소금속 산업 

전반의 활성화, 저변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구체화 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음

○ 이미 2019년 8월 5일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하면서 강력한 대

책을 수립한 바 있음

- 희토류는 우리나라 제조업의 중요한 소재임에도 전량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서 수급 불

안정에 따른 산업의 불확실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국산화 기술개발이 필요

나. 주변국과의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의 경쟁 구도 극복  

○ 2015년 8월 중소기업중앙회가 국내 소재·부품·장비 업계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 5년 후 한국, 중국, 일본의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 경쟁 구도는 거의 비슷해질 것이라

는 응답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는 산업계에서 현 기술 수준과 R&D 활동 및 가격 경쟁력 

등을 반영한 답변이었음

- 실제 우리나라는 일본 수준에 접근하고 중국은 한국 수준에 접근 

- 우리나라는 희토류 소재 분야에서 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고, 희토류 소재·부품 분야에서는 

일본 의존도가 높은 실정

- 우리나라가 사드 미사일, 한일청구권 등의 국제정치 문제로 인한 무역보복을 당할 때 희토

류 분야가 포함되면서 산업이 타격을 받게 됨. 

-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중국 일본 의존도를 낮추는 정책을 개발하는 효과도 있었으나 장기적

으로는 희토류 부재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희토류 국산화는 반드시 해결할 

분야

         자료원 : 중소기업뉴스(2015) 

[그림 5-1-2] 한 중 일 소재·부품 산업경쟁력 설문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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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희토류 가공기술 개발 필요성   

○ 2019년 우리나라 희토류 수입현황
- 희토류 금속 약 140톤 (약 10,000,000$)

- 희토류 화합물 약 3,440만 톤 (약 86,000,000$)

- 희토류 소재·부품 약 3,900만 톤 (약 165,000,000$)

○ 가공기술 부재로 인하여 전체 수입액의 63%를 완성품으로 수입함으로써 부가가치 창출 

기회를 잃고 있음

- 희토류 소재·부품의 가격은 희토류 금속대비 약 2배

○ 희토류가 국내에서 생산되면 다양한 희토류 가공기술이 발달함으로써 국내 일자리 창출

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임

라. 새로운 희토류 제조기술 선점 개발 당위성   

○ 국내에서 개발한 석탄재 희토류 기술의 『선점 개발 필요성』

- 폐기물 석탄재를 이용한 새로운 공법으로 기술선점 당위성 있음

- 기존 추출기술 대비 환경보존 우수

- 높은 수익성과 일자리 창출 기대

- CO2 공정방식으로 온실가스 감축 효과 우수함

○ 일반적 원소는 원소 고유의 특성이 재료로써 효과를 나타내지만, 희토류는 원소 자체가 

가진 양자역학 특성이 타 재료에 영향을 주어 미량의 혼합으로 획기적인 특성변화를 일

으키는 물질이기 때문에 미래 소재 산업에서는 사용량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임

- 환경오염 없이 희토류를 추출할 수 있는 기술이라면 개발 필요성뿐만 아니라 기술선점의 

가치가 매우 높음

마. 희토류 국산화 사업 수요조사 결과   

○ 본 과제 개발 기술에 대한 국내 관련 업계의 수요조사 내용

- 희토류 소재 제조 분야 (공정시스템 분야)

 → 현 개발 기술 사업의 진행내용 지속적 Feed-Back 요망

 → 기술경쟁력 높을 것

- 희토류 수재 수요 분야

 → 가격 경쟁력

 →공급 안정성

- 부산물 활용 분야

 → 생산제품의 판매 보장

 → 원료 수급 안정성

○ 국내 희토류 관련 기업의 희토류 국산화에 관한 관심은 매우 조사결과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기업들의 주 관심 분야는 기술 및 가격 경쟁력과 안정적 공급 여부엿음

○ 이러한 Need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실증화 플랜트 건설 운영을 통한 기술확보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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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국내 희토류 산업에 관한 관련기업 수요조사 설문결과

지원대상 구분 기업명
소재
지

유형
주력 산업분

야 및
업종

주요 생산
품

최근 5
년간 
매출
(십억
원)

참여 사업 
방식*

참여 사업 방식
에 대한 세부 

분야

석탄재 및 희
토류 사업 관
련성 및 진출 

사유

사업참여에 
따른 요구사

항

잔여물질 
재활용

수요 장성 산업
강원
원주

중소
기업

제조업
콘크리트 
블록

54,729
잔여물질(석
탄재) 재활

용
콘크리트 블록

친환경 콘크
리트블록 생

산

생산제품의 
판매 보장

잔여물질 
재활용

수요 JSB도시환경 서울
중소
기업

조적 및 석 
공 건설 인
테리어

석공사 금
속공사 환
경디자인

25
잔여물질(석
탄재) 재활

용
건축재로 활용

환경친화적으
로 재활용에 

기여

잔여물질 
재활용

수요
㈜데코페이

브
충북
단양

중소
기업

제조업
콘크리트 
블록

5
잔여물질(석
탄재) 재활

용
콘크리트 블록

친환경 콘크
리트블록 생

산

생산제품의 
판매 보장

잔여물질 
재활용

수요
오씨아이에

스이
전북
군산

중견
기업

열병합발전

증기,온수 
공급 등 화
력 발전업

체

12,000
잔여물질(석
탄재) 재활

용
연료로 활용

재활용사업에 
대한 기여

잔여물질 
재활용

수요 코렘시스 서울
중소
기업

건설
토목건축공
사, 리모델

링
280

잔여물질(석
탄재) 재활

용
건축재로 활용

그린뉴딜사업
에의 참여

잔여물질 
재활용

수요
텔스타-홈멜 
주식회사

경기
평택

중소
기업

제조업
스마트 팩
토리 구축

44
잔여물질(석
탄재) 재활

용
콘크리트 블록

친환경 콘크
리트블록 생

산

스마트팩토리 
생산 제품에 
대한 보장

잔여물질 
재활용

수요 (주)포이엔
서울
성동
구

중소
기업

제조업
고형연료, 
토양 개량
제, 폐기물 

3
잔여물질(바
닥재 재활

용)

샌드위치 판넬
내 스티로폼 대
체물질 개발

잔여물질
(바닥재)을 활
용한 샌드위

생산제품의 
판매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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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재활
용업

치 판넬 제작 

잔여물질 
재활용

수요
㈜티예스엔
지니어링

강원
태백

중소
기업

전문광해방
지사업조업

광해방지사
업

3
잔여물질(석
탄재) 재활

용
광산충진재

친환경 광산
충진재 활용

적기공급

희토류 추
출 

소재의 활
용

 수
요

누리텍
인천
남동
구

중소
기업

제조업
도장 및 기
타 피막처

리업
30

추출 소재
의 활용

고분자보호막코
팅, PCB코팅, 
유압장치, 제어
시스템, 수처리
장치, 제철설비 
제조에 소재 개

발

신규소재를 
활용한 사업 

다각화

희토류 추
출 

소재의 활
용

수요
도레이첨단

소재
경북
구미

중견
기업

제조업
첨단소재, 
필름, 필터

7,500 소재 활용
IT소재 탄소섬

유 외
국책사업 참

여

희토류 추
출 

소재의 활
용

수요 부원광학
충남 
당진

중소
기업

제조업
광학부품 
제조

100 소재활용
루테늄 탄티늄 
소재 구매 가능

부품 소재 신
기술 접목

희토류 추
출 

소재의 활
용

수요
스마트비전

컴
서울

중소
기업

제조업
LED제조 

광고대행업
3 소재 수출

OEM 제조사업
에서 소재 활용

정부사업에 
대한 참여

희토류 추
출 

소재의 활
용

수요
신일팜글라

스
충남
공주

중소
기업

제조업
의료용

유리용기제
조

65 소재활용
희토류 추출 후 
희토류 소재(부

품 제조)

부품 소재 새
로운 업체발

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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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토류 추
출 

소재의 활
용

수요
제이케이머
티리얼즈

충남
당진

중소
기업

제조업
플라스틱 
필름 제조

업
400

계열산업의
소재활용

희토류 추출소
재 신소재개발

에 활용

신사업에 대
한 참여와 관

심

공정 시스
템 

 수
요

주원
경기
성남

중소
기업

제조업
정밀기기 
및 과학기
기 도매업

3
공정시스템 

참여

실험기계, 정보
통신장비, 기계, 
엔지니어링, 연
구개발, 실험기
계, 정보통신장

비

정부사업기회 
다양성 

공정 시스
템 

수요
한국케이엔

에스
서울

중소
기업

엔지니어링 자동화장비 18 공정시스템
자동화장비 제

조공정
클러스터 분
야 사업참여

공정 시스
템 

공급
제이에스엔
지니어링

서울
아산
대구
광주

중소
기업

제조, 제조
서비스

항온항습기 
진동시험기 

외
150 품질공정

품질규격 시험 
및 인증

그린뉴딜사업 
참여

지속적 사업
진행 피드백

공정 시스
템 

공급
아이비리더

스
서울

중소
기업

IT소프트웨
어

IT소프트웨
어

30
IT소프트웨

어
품질규격 시험 

및 인증
그린뉴딜사업 

참여

공정 시스
템 

공급 
사이버테크
프랜드

경기
하남

중소
기업

IT 소프트웨
어

스마트공정 23 스마트공정
스마트
공정

그린뉴딜사업 
참여 희망

공정 시스
템 

공급 대양DIS
경기
성남

중소
기업

소프트웨어 
응용 소프
트웨어 개
발 및 공급

30
ICT융합파

트너

소프트웨어의 
설계/개발, 생
산, 설치 및 서

비스

소프트웨어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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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희토류 국산화 제조기술 개발 시급성

가. 자동차와 4차 산업혁명 분야의 급속한 발전 속도에 대응  

○ 전기차용의 배터리 시장규모는 2025년 142조 원을 전망하고 있고, 2020년 현재 우리나
라의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은 35.6%로써 선두를 달리고 있음

○ 리튬이온 배터리나 니켈수소 배터리 전극 표면에 La, Ce이 포함된 화합물이 도포되어 
희토류 특유의 기능인 산화 환원 성능을 탁월하게 해주기 때문에 희토류가 중요하게 사
용됨

○ 대부분의 선진국은 2040년을 기점으로 화석연료 자동차 생산을 대체하는 운송산업 계획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배터리 산업은 희토류 산업과 같이 급속한 발전을 할 것으로 보임

○ 이와 같은 자동차용 소재·부품 산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희토류 소재의 국
산화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함

(전기차 시장 전망)

[그림 5-1-3] 전기차와 배터리 시장 발전 전망 및 국내 기업 점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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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중 희토류 분쟁으로 미국 DOE의 조기 기술개발 선점 가능성  

○ 2020년 12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수출통제법’을 의결한 데 이어 

2021년 1월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희토류 관리조례’ 초안을 발표해 희토류 채굴, 제

련, 분리 등 총량 관리와 희토류 투자 프로젝트의 승인 제도를 명시함

- 중국이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에 필수적인 전략물자 수출을 통제하고 억제하면서 세계 

각국에 대해 중국의 영향력을 높이려는 것으로 분석됨

○ 미국도 2020년 10월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화하는 것을 막고 전자 
및 방산 등 첨단 핵심 산업 분야를 보호하기 위해 광산업에 국가 비상상태를 선포하고 
국방 물자 생산법(DPA)을 활용해 희토류 등 중요 광물개발을 조기에 착수하라는 내용
의 행정 명령에 서명한 바 있음

- 미국과 중국의 희토류 소재에 대한 무역 분쟁은 단순히 협상으로 종결될 일이 아니므로 반

드시 새로운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함

 → 미국이 중국과 희토류 분야에서 밀리지 않으려는 의도는 국방산업과 첨단산업 분야가 관

련되기 때문임

○ 미국 DOE는 이미 이를 대비하여 2016년부터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연구를 시행해 왔

기 때문에 조만간 그 성과가 도출될 수도 있음

○ 이러한 국제 정세 속에서 국내에서 개발한 석탄재 희토류 기술이 상용화를 하지 못한다

면 조만간 미국의 개발 기술이 어떤 형태든 포괄적 지적 재산권 범위를 구성하여 재산

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시급히 상용화 기술을 개발해야 함

다. 희토류 대체기술 개발에 대한 선제적 대응    

○ 현재 전 세계 희토류 생산의 70%를 공급하는 중국의 희토류 자원화 정책에 맞서 다음
과 같은 여러 가지 대체 첨단기술이 연구되고 있음

○ 이러한 기술들은 현재보다 더 높은 수준의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기초과학 
기술격차가 큰 우리나라로서는 기술 종속이 더 심화 될 수 있음- 전기자석

 → 희토류 영구자석을 대체하기 위하여 자동차 산업에서 연구되는 분야

 → 테슬라는 자동차 모터 분야에 희토류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연구하고 있음

- 원소 혼합에서 원자 위치 조절에 의한 새로운 자석 물질 개발

 → 미국 네브라스카 대학에서 철과 코발트의 원자 위치 조절에 의한 자성 생성방법

- 나노기술 혼합 방법에 의한 영구자성 확장 기술

 → GE와 델라웨어 대학은 20~30nm에서 자성이 약해지는 문제를 극복하여 현재 

 → 희토류 자석보다 2배 이상 강한 영구자석을 연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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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토류의 용도가 첨단기술에 핵심적 소재가 되면서 희토류 공급 문제를 극복할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데, 이는 기초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

간에 따라잡기는 요원함

- 희토류를 적정한 가격에 공급하는 기술을 선점하여 보급함으로써, 희토류 소재를 이용한 부

품·장비 산업에서 제조업 우위를 유지하는 전략을 가질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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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사업추진 타당성 
1. 정부의 산업 정책 부합성에 따른 사업추진 타당성

가. 『한국형 그린뉴딜 종합계획』정책 부합에 따른 추진 당위성  

정책 배경
우리 경제를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해 『사람 중심 
경제』로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 중인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극심한 경기
침체 극복 및 구조적 대전환 대응이라는 이중 과제에 직면하였음

대책 내용
(20200714)

- 위기 극복과 코로나 이후 세계 경제 선도를 위한 국가발전전략 수립
  → (버티기)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경제적 충격 최소화
  → (일어서기)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정상 성장 경로 회복
  → (개혁) 구조적 변화 적응･선도하기 위한 토대 구축
- 정책 방향
  → 디지털 뉴딜 : 디지털 혁신
  → 그린뉴딜 : 친환경 저탄소 
- 세부내용
  [10대 대표과제 중 희토류 소재 관련 과제]

10대 추진과제 중 희토류 소재 관련 사항

 ◼그린스마트 스쿨 첨단소재로 리모델링, 첨단 교육 기자재 확충 등

 ◼디지털 트윈
자율주행차, 드론 IOT 기술 기반 안전한 국토시설 

관리

 ◼ 국 민 안 전    
SOC 디지털화

첨단 IOT/센서 이용 안전설비 인프라 구축

 ◼스마트 그린산단 원격제어 센서 분야, ICT 기반 관제설비 확충 등

 ◼그린 리모델링 태양광시스템, LED 조명 분야

 ◼그린 에너지
태양광발전 소재, 풍력발전 소재, 수소 연료전지 

등

 ◼친환경미래모빌
리티

전기차 배터리, 모터, 연료전지 등

추진 당위성
→ 10대 추진과제 중 7개 과제가 희토류 소재 산업과 관련되었음
→ 희토류 소재 개발은 『그린뉴딜 종합계획』 정책에 부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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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정책 부합에 따른 추진 당위성  

정책 배경
- 소재·부품·장비 분야 산업의 외형은 크게 성장하였으나 핵심전략 품목

의 대외 의존성에 한계가 있어서 장기적 발전 전략의 재검토 필요 인식

대책 내용
(20190805)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으로 구조적 취약점 개선하여 새롭게 혁신 
도약하는 기회로 전환

- 대책의 차별성
 : 공격적 대책으로 전환하여 대규모, 신속, 다각적, 인센티브, 글로벌 기업

육성,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추진, 소·부·장 경쟁력 위원회 신설 등
을 실시

- 세부내용 
 : 20대 품목 1년, 80대 품목 5년 내 공급 안정성 확보계획 수립

추진 당위성 

- 소·부·장 경쟁력 강화대책 추진과제에는
 : 소재의 공급 안정성 조기확보
 : 소·부·장 산업의 전반적인 산업경쟁력 강화
 : 강력한 추진체계를 통한 전방위적 지원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 따라서 희토류 소재 국산화 실증사업 개발은 정부 정책에 부합함

다.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19~’23)』정책 부합에 따른 추진 당위성  

정책 배경

- 최근 세계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플랫폼 생태계를 선점한 
소수 혁신기업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어서 성장기술이 해외에 종속될 우려 
있음

- 우리나라는 중장기적 투자전략과 기술개발 혁신체계가 미흡하고, 시장진
입 규제가 걸림돌로 작용하는 등 사업화 대응 지원이 아직은 부족하며, 4
차 산업 혁명 대응에도 한계를 나타내고 있음

대책 내용
(20190626)

- 비전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글로벌 기술 강국으로 도약
- 4대 추진 전략

4대 추진 전략 추진내용 및 관련 사항

4차 산업혁명에 대
응한 전략적 투자배

분

-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 전략
성 강화방안으로 100대 핵심기술 선정

→ 차세대반도체, 수소, 첨단소재 스마트 의료기
기 분야에 희토류 소재 사용 관련

혁신적 R&D 키워드
(속도, 도전, 축적)

- 도전 축적 중심의 기술개발
기술개발 시간 단축 및 성과 극대화

목표 중심 성과관리
산업기술인프라 구

축
표준화 및 실증화 위주의 신산업 창출환경 조성

R&D 성과의
신속시장진출 지원

기업의 기술사업화 활성화 체계 구축
권역별 특화된 글로벌 기술협력 지원

신기술 시장진출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추진

추진 당위성 

- 제7차 산업기술 혁신계획에는
 : 전략투자로 선정된 100대 품목에 희토류 소재산업 다수 포함
 : 희토류 국산화는 도전 축적 목표의 R&D로써 혁신적 키워드에 해당
 : 희토류 국산화 실증화 사업은 산업기술 인프라 구축사업에 해당
 : 희토류 국산화는 국내소비 10%를 대체하는 기술 사업화 체계로써 R&D 

성과의 직접적인 시장 진출이 가능한 사업임
  → 따라서 희토류 소재 국산화 실증사업 개발은 정부 정책에 부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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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2019-2021 산업기술 R&D 정책 투자전략』 정책 부합에 따른 추진 당위성

정책 배경
- 대외환경 : 4차 산업혁명, 중국의 위협, 보호무역주의
- 대내여건 : 잠재경쟁력 하락, 4차산업혁명 대응미흡, 서비스-제조 융합미흡

대책 내용
(20190307)

- 기본방향
 : 민간의 고위험 분야 도전 리스크를 정부가 공유
 : 4차 산업혁명 신기술 적극 활용
 : 중소·중견 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점 투자
- 투자전략
 : 전략적 R&D 투자를 위한 5대 영역 25대 산업별 투자전략 수립
 : 핵심분야 과제비중 확대
  → 5대 영역 : 수송, 건강·의료, 스마트+친환경, 생활환경, 친환경에너지
- 25대 전략투자 분야 
  → 편리 안전 미래수송 : 전기차, 자율주행, 친환경스마트, 조선·해양, 항
공
  → 스마트 건강관리 : 디지털 헬스케어, 바이오진단, 스마트 의료기기
  → 스마트 생활 : 스마트홈, 서비스로봇, 웨어러블, 미래형디스플레이 등
  → 스마트+친환경 : 수소, 재생에너지, 지능형전력, 에너지 효율생산 등
  → 맞춤형 스마트 : 첨단소재, 차세대반도체, 첨단제조공정, 스마트기계 등

추진 당위성 

2019-2021 산업기술 R&D 정책은, 
- 국내외 여건이 강력한 도전에 직면하여 새로운 투자 정책이 필요한 상태 
인식
- 전략적 투자로 선정된 25대 투자 분야가 첨단소재와 4차산업 기술을 기반
으로 하는 스마트 산업 분야임
→ 투자 분야가 희토류 소재를 기반으로 하는 첨단소재라는 점과
→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투자 리스크를 정부가 공유하는 정책 필요
하다는 점에서 희토류 소재 국산화 실증사업 개발은 정부 정책에 부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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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학·기술적 타당성(기술개발 타당성에 의한 사업추진 당위성)
가. 석탄재 희토류 농축기술의 우수성  

개발 기술의
우수성

- 희토류 원광이 아닌 새로운 희토류 원료 발굴
- NaOH Leaching & Recovery 기술을 완성
- 전처리 농축반응 단계별 분리기술 개발로 산업부산물 회수 가능
- 원광석 가공 대비 다양한 희토류 원소 추출이 가능하여 경제성 높음
- 스칸듐(Sc) 함유 원광석이 아니어도 농축공정 통해 스칸듐 추출 가능

기술개발
가능성

- 반응의 화학적 이론이 검증되었고 Fact 실험으로 기술이 입증됨
- 대용량 상용 공정에 대한 개념설계가 완료되어 실증화 가능함

추진 당위성
→ 새로운 기술로써 개발 가치가 매우 높음
→ 기술 선점을 통하여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이바지할 수 있음

나. 새로운 친환경 희토류 공정기술  

개발 기술의
우수성

- 탄소 광물화 기술로 CaO를 CO2로 CaCO3 완전고정화
- 석탄재 속의 CaO, MgO를 유용한 산업부산물로 회수하여 수익화
- 탄재 농축공정에서 NaOH Leaching + NaOH Recovery가 가능하도록 CO2 
Carbonation 반응을 유도하는 Hydration 공정과 Hydrate 분리공정을 동시 
개발

- 온실가스 감축과 석탄재 재활용으로 폐기물 발생감축에 기여

기술개발
가능성

- 농축반응이 자발적 반응으로 가능함이 열역학적 이론으로 검증됨
- 실험실에서 실증시험으로 실제 확인됨
- 대용량 상용 공정에 대한 개념설계 완료

추진 당위성
→ 친환경 희토류 제조기술로써 보급 필요성이 매우 높음
→ 석탄화력발전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비전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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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증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가. 실증사업 건설비  

○ 본 사업을 구성하는 직접비는 총 545억 원으로 기자재 공사비와 건설 공사비의 비율은 

약 78:22이며 간접비는 설계, 운영 예비비 포함 약 150억 원

○ 본 사업에는 기술 개발기관이 핵심기술 설계 지원, 설계 검증과 건설 시공 감리 및 시 

운전 지원 등의 실증화 기술검증 비용으로 75억 원이 반영됨

- 기본설계는 원천기술의 개념을 공정이 성립하도록 반영하는 설비 선정과 설계가 수행됨

○ 본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단은 운전 1년 전에 운영인력을 충원하여 운전에 대비

사업비 내역 　공사비 (백만 원)

기자재 공사 (41,500)

건설 공사비 계 (11,000) 

　직접비 계 52,500 

실증화 기술 검증연구 7,500 

기본설계(1,800) 및 상세설계(2,500) 
+ 인허가 설계비용(560)

(4,860) 

Project Cost (운영비_3,860+ 시 운전_1,255) (5,115) 

예비비 : 8% (5,029) 

간접비 계 15,004 

총투자비 75,004 

나. 실증사업 운영비  

○ 본 사업의 운영비는 총 172.32억 원으로 아래와 같이 산정됨

운영비 내역 　금액 (백만 원)

재료비 및 공정운영비 (9,732)

폐수처리비 (1,000)

유지보수비 (1,000)

전력비 (1,000)

공정비 합계 12,732

인건비 (1,800)

일반관리비 (2,700)

간접비 계 4,500

총운영비 17,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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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증사업 편익  

○ 본 사업의 편익

편익 내역 Sc 제외 편익 (원) Sc 포함 편익 (원)

REO 생산 344톤/년, 32,209,718x344 11,080,142,992 10,020,881,336

Sc (9.56%) 생산 32.886톤/년 (30%만 편익 적용)
 → 14,85억 원/톤 x 32.886 x 0.3 =

14,650,713,000

CO2감축량 605,143톤/년, 25,000원/톤 15,128,575,000 15,128,575,000

부산물 생산량 172만 톤 x 0.86 = 147.9만 톤
 → 70,000원 x 1,4790,000톤 = 1,035억 원

- -

(부산물은 품질이 부정확해 편익에는 미적용하나
95% 이상 순도일 경우 50% 이상 가격 가능함 )

총 편익 26,208,717,992 39,800,169,336

라. 실증사업의 경제성 분석 요약  

○ 본 사업의 경제성 분석 결과(법인세 22%, 할인율 = 4.5% 작용) 

구분
총사업비
(백만 원)

투자비
회수 기간

(년)

20년 사업 재무적 수익률

IRR(%) B/C Ratio NPV(백만 원)

Sc 생산 제외 75,004 17.5 5.81 1.168 11,133

Sc 30% 생산 포
함 경제성

75,004 6.64 16.6 3.143 141,996

○ 본 사업은 희토류 생산과 온실가스 감축 편익만으로도 경제적 타당성이 있음

- 산업부산물을 판매하면 경제성이 매우 높아 민간의 투자가 가능

- 만일 스칸듐을 생산하면 사업 수익성은 대단히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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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정부 지원 필요성 

1. 정부의 정책적 부합에 따른 지원 필요성

가. 정부의 변화하는 국제 환경과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 한계를 극복할 2019년부터 
국내 제조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대책

○『2019-2021 산업기술 R&D 정책 투자전략』_(20190307),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19~’23)』_(20190626),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_(20190805), 

○『한국형 그린뉴딜 종합계획』_(20200714) 

- 소재･부품･장비 산업은 국내 제조업 전체에서 생산액과 부가가치가 약 50%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산업인데 대부분 첨단소재 기술을 바탕으로 함

- 이러한 산업들이 주변 경쟁국인 일본과 중국으로부터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는데 특히 소

재에 특성을 부여하는 희토류는 국내 부존자원이 없어서 대응이 매우 어려운 실정

- 석탄재 희토류 국산화 실증사업은 정부의 정책 실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적 요소를 갖

춘 사업이므로 정부의 사업지원이 타당함

2. 정부의 선도 역할 필요성

가. 정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발표한 정책-정부의 선도적 역할을 

명시하는 정책 

발표 정책 정부의 선도 역할 명시 내용

한국형 그린뉴딜 종합계획 구조적 변화 적응･선도하기 위한 (정부의) 토대 구축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입체적이고 다각적인 공급 안정성 조기확보

강력한 추진체계를 통한 대대적 지원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 플랫폼·표준화·실증 위주로 기반구축 방식 전환

2019-2021 산업기술 R&D 정책 
투자전략

민간의 고위험 분야 도전 리스크를 정부가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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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적 지원 필요성

가. 본 보고서 4장 5절에 의하면 344톤의 희토류를 국산화 제조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이 총 4,200억 원 규모로 구성

○ 희토류 국산화 예타사업 : 750억 원

○ 지자체 연계사업 : 1,250억 원 (희토류 소재 산업단지)

- 희토류 Mini Pilot : 70억 원

- 희토류 가공산업단지 : 580억 원

- 산업단지 지원센터 : 200억 원

- 희토류 소재 후방산업 지원 : 400억 원 

○ 민간투자 사업 : 550억 x 4기 = 2,200억 원 

[그림 5-3-1] 석탄재 희토류 실증화 사업의 예타사업 구조

○ 희토류 제조사업

- 희토류 소재 국산화 목적 달성

- 스칸듐 소재 생산기술 개발에 따른 막대한 부가가치 창출

- 석탄재 부산물 회수에 따른 경제성이 매우 높으므로 민간의 투자가 크게 기대되는 사업

○ 석탄재 희토류는 상용화 기술이 아니므로 민간에서 선제적으로 투자가 어려운 사업임

○ 석탄재 희토류 국산화 사업은 정부의 사업비 지원이 필요한 예타사업으로 추진 타당성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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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기대 효과 

1. 과학 기술적 기대효과

가. 새로운 희토류 자원 발굴  

○ 기존의 희토류 생산은 희토류 원광석을 채굴하여 제조하는 방식

- 특정 원광자원 보유국이 생산량을 독점하는 폐단

- 원광석 전처리에 따른 막대한 피해 발생

- 과다한 희토류 원광개발 투자비 RISK 등이 있었으나 석탄재 희토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는 새로운 기술개발

나. 고도의 열화학적 반응기술에 기반한 신개념 희토류 제조기술 개발  

○ 석탄재 희토류의 농축기술은 기존의 단순한 Acid Leaching 기술을 벗어나서 새로운 개념
의 반응 기법을 개발

- 석탄재(소각재)에 함유된 CaO의 높은 Enthalpy_(-635kJ/mol)를 이용하여 → 

Ca(OH)2_(-985kJ/mol) → CaCO3_(-1,207kJ/mol) 순서의 자발적 반응 (Spontaneous Reaction)

을 유도해 냄으로써 정반응이 성립하도록 개발

- 아울러 역시 Enthalpy가 높은 NaOH_(Enthalpy=-469kJ/mol)를 Leaching Agent로 사용하면서 

Carbonation 반응이 정반응이 가능하도록 하여 Al(OH)3, SiO2 등이 산업부산물 회수가 가능

하게 함 

- Carbonation 반응 산물인 Na2CO3의 NaOH Recovery 반응은 열역학적으로 Enthalpy 차이가 

크지 않아 자발적 반응 능력이 부족한데 △S(엔트로피 변화값) 특성을 이용하여 정반응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NaOH 회수가 가능해짐

- 석탄재 희토류 제조기술은 기존 Acid Leaching과 같은 단순한 용해기술이 아닌 고도의 열역

학적 기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반응을 완성 시킨 획기적인 기술임

- 본 기술은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열역학적 이론 배경을 기반으로 설계된 고도의 열화학 반

응기술로써 높이 평가를 받을 수 있음

다. 다양한 희토류를 동시에 생산 가능한 기술개발  

○ 석탄재 희토류 기술의 생산 장점
- 석탄 자체가 희토류 원광과 대비하여 다양한 희토류를 함유하기 때문에 희토류 원소 생산 

종류가 다양한 특징이 있음

- 특히 가격이 높은 중희토류를 얻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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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칸듐(Sc) 생산 가능성

- 기존의 스칸듐 생산은 스칸듐 함량이 높은 원광석을 대상으로 Alkali Roasting과 Hydrolysis 

방식으로 실리카를 제거하여 생산했기 때문에 생산비용이 많이 들고 생산량도 매우 적음

- 석탄재 희토류는 Alkali Leaching을 기본 공정으로 하므로 스칸듐 회수 여건이 유리하여 생

산 가능성이 큼

라. 미래 지향적인 청정 희토류 제조기술  

○ 기존의 희토류는 원광석을 몇 단계의 Acid Leaching을 하는 과정으로 농축했기 때문에 

희토류를 가장 많이 제조하는 중국의 경우 환경 파괴를 피할 수 없었고 미국도 과거 희

토류 생산을 중단한 이유가 환경문제였음

○ 석탄재 희토류는 미래 지향적인 첨단소재를 제조하기 위하여 환경을 파괴해야 하는 모

순을 해결할 수 있는 청정기술이란 측면에서 과학 기술적 의미가 매우 높음

2. 사회 경제적 기대효과

가. 희토류 국산화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과 일자리 확대  

○ 희토류 실증화 사업으로 인한 기대 편익
- 스칸듐 80% 회수 기준 희토류 전체 매출 약 640억 원

- CO2 감축 편익 약 150억 원

- 부산물 총 편익 약 1,035억 원 등

 →총 1,825억 원/년으로 추정할 수 있어 약 2,500명의 직접적 일자리 창출 효과

나. 석탄재/CO2 재활용 파급효과   

○ 석탄재 희토류 실증화 사업은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연간 172만 톤의 석탄재와 
약 60만 톤의 CO2를 감축함으로써, 그간 환경 파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석탄화력
발전소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예측할 수 있게 됨

다. 미래 소재 산업 견인으로 희토류 강국 도약  

○ 본 사업의 연구 과정에서 국내 석탄재에 대하여 처음으로 스칸듐 함량을 측정함
- 석탄재 속 전체 희토류 함량 중 스칸듐이 약 9.56% 포함된 것으로 밝혀짐

 → 매우 높은 수치로서 석탄재 희토류 사업을 추진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가 됨

- 스칸듐 원광은 노르웨이 등의 특정 지역에서만 생산되고 있으며 세계 전체적으로도 스칸듐 

산화물은 연간 약 15~20톤 정도만 생산되기 때문에 활용이 극히 제한되어 있음

- 스칸듐은 알미늄 합금의 강도를 획기적으로 올리는 것만 아니라 각종 재료의 강도 향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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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고, 고휘도 백색 광원 빛을 발산하므로 할로겐램프에 적용하면 전기소비량을 대폭 

줄일 수 있으며, 최근에는 SOFC 연료전지의 성능 향상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미래의 에너지 산업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우리나라가 석탄재에서 스칸듐을 추출하는 기술이 성공한다면 미래의 소재 산업에 새로운 

전환점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임

- 석탄재 희토류 기술은 희토류 부존자원보다 생산기술에 더 높은 부가가치가 있음을 말해주

는 것으로서 이 기술개발로 우리나라는 희토류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음



제6장 

희토류 재활용 및 소재화 
기술 현황

제1절 희토류 재활용 및 소재화 연구개발 현황  
제2절 희토류 재활용 및 소재화 연구개발 

문제점 및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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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희토류 재활용 및 소재화 연구개발 현황

1. 희토류 재활용 및 소재화 연구 현황 및 기초 조사

가. 조사 개요

○ 희토류 재활용 및 소재화 연구개발 현황 조사 방법

- 본 조사에서는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 서비스 (NTIS,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xe)의 최근 3개년에 대한 최신 통계 자료 (2017~2019년)을 이용하여 연구

개발 현황 조사를 실시하였음

- 국가 R&D 과제에서 희토류, 재활용 등을 Keyword로 하여 검색 및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음

[그림 6-1-1] 국내 희토류 재활용 및 소재화 관련 연구개발 현황 조사 개요

나. 희토류 재활용 및 소재화 관련 연구과제 현황

○ 주요 정부 부처에 대한 연구과제 현황 조사

- 국내에서 희토류 재활용 및 소재화 분야에 대한 주요 정부 부처(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

기업부, 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에 대한 3개년 연구과제 금액 및 과제 건수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였음

6
희토류 재활용 및 소재화 

기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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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1] 국내 주요 부처별 최근 3개년 희토류 재활용·소재화 관련 연구과제 금액

부처명

2017년 2018년 2019년

금액(억원, %) 금액(억원, %) 금액(억원, %)

전체 희토류 비율 전체 희토류 비율 전체 희토류 비율

산업통상
자원부

30,875 92.3 0.2989 31,059 121.3 0.3905 32,339 156.5 0.4839

중소벤처
기업부

10,558 0 0 10,426 2.9 0.0278 10,194 0 0

환경부 2,870 7 0.2439 3,331 7 0.2101 3,235 7.9 0.2442

과학기술정
보통신부

67,342 2.5 0.004 66,779 1.4 0.002 69,851 2.1 0.003

교육부 17,349 1.1 0.006 17,381 1.4 0.008 19,089 1.2 0.006

총계
128,99

4
102.9 0.079

128,97
6

134 0.1038
134,70

8
167.7 0.1244

다. 주요 연구 과제 지원 금액 현황

○ 국내 연구개발 사업 중 희토류 재활용 및 소재화 관련과제의 정부 지원 금액은 위 표와 

같이 2017년에 102.9억 원을 시작으로 2018년 134억 원, 2019년에는 167.7억 원으로 증가

추세에 있음

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로 희토류 재활용 관련 연구 개발 지원

○ 부처별로 산업통상자원부가 가장 높은 금액 비율과 금액으로 희토류 재활용 관련 연구 

개발과제에 지원을 하고 있음

○ 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순으로 연구개발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166 -

[표 6-1-2] 국내 주요 부처별 최근 3개년 희토류 재활용·소재화 관련 연구과제 건수

부처명

2017년 2018년 2019년

건수(건, %) 건수(건, %) 건수(건, %)

전체 희토류 비율 전체 희토류 비율 전체 희토류 비율

산업통상
자원부

4,659 4 0.0859 4,529 5 0.1104 4,737 6 0.1267

중소벤처
기업부

8,992 0 0 10,775 2 0.0186 9,385 0 0

환경부 726 1 0.1377 765 1 0.1307 762 1 0.1312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15,919 5 0.0314 16,093 3 0.0186 21,541 5 0.0232

교육부 16,063 3 0.0019 16,913 3 0.0177 19,271 3 0.0155

총계 46,359 13 0.0280 49,075 14 0.0285 55,696 15 0.0269

[그림 6-1-2] 희토류 재활용 관련 연구과제 금액 및 건수 비교 (2017~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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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희토류 재활용 연구과제 지원 금액 증가

○ 주요 5정부부처 에 대한 연구과제 현황은 위 [그림]과 같이 2019년 총 연구과제 55,696

건, 13조 4700억 원으로 2017년 대비 총 과제 건수는 20.1%가 증가하였으며, 과제 금액

은 4.4% 증가하였음

○ 그 중 희토류 재활용·소재화에 대한 과제는 2019년에는 총 연구과제 15건, 168억 원으

로 2017년 대비 과제 건수 15.3%, 과제 액수 63.1% 가 대폭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이러한 경향은 최근 희토류금속 수급 전략 중요성의 내·외적인 추세와 맞물려 정부에

서도 관련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바. 과제 유형 분류 및 분류별 과제 현황

○ 희토류 재활용 연구과제 분류 기준

- 국가 R&D 연구 과제 중 키워드 검색을 통해 도출된 희토류 재활용 관련 연구를 대상으로 

희토류 회수, 시스템 구축, 재활용 정책 등 유형별 분류에 따라 구분하였음

- 희토류 회수 과제의 경우 원료 폐기물에서 희토류 금속을 회수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과제

를 의미함

- 시스템 구축 과제의 경우 자원순환 시스템, 관리체계 구축 등 재활용 전반에 걸친 시스템 

및 재활용 사업 등을 포함시켰음

- 재활용 정책 과제에는 자원순환 정책 개발, 발전 방안 및 제도 확립 관련 방안에 대한 연구 

과제를, 그 외 나머지 희토류 재활용 관련 연구 과제를 기타 유형으로 구분시켰음

[표 6-1-3] 희토류 재활용 관련 연구과제 유형별 분류 구분 상세 기준 (2015~2019)

연구과제 유형 구분 기준 건수

희토류 회수 원료 폐기물로부터 희토류 금속을 회수하는 기술 개발 연구 과제 21

시스템 구축 희토류 재활용 등의 자원 순환 시스템 구축 관련 연구 과제 1

재활용 정책 희토류 재활용 관련 정책 및 제도 방안 관련 연구 과제 2

기타 그 외 기술 개발 연구 과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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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3] 연구 과제 유형별 과제 건수 비교 (2015~2019)

사. 희토류 재활용 관련 연구 과제 LIST

○ 희토류 금속 관련 재활용 기술 개발과 관련하여 수행된 정부 연구 과제를 대상으로 5년 

간(2015~2019년)의 각 유형별 현황을 분석하였음

- 현재 국가 R&D 사업을 통해 희토류 금속 회수와 관련된 과제의 유형별 분포와 집중되고 

있는 연구 과제 분야를 파악하였음

[표 6-1-4] 희토류 재활용 관련 정부 연구과제 목록 (2015~2019)

연도 부처명 과제명
연구금액
 (억원)

2018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염화물계 용융염 및 액체금속을 사용한 NdFeB 자석으로
부터 고순도 Nd 회수공정 개발

0.45

2017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전략적 폐 디스플레이 자원 재활용 통합공정 기술 최적
화와 상용화 기술 협력

0.15

2019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닫힌 물질수지형 희토류 친환경 건식 폐자원 회수 국제
공동 연구 (1/1)

0.9

2018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자가발전용 알루미늄-공기전지 시스템 개발 2.0

2017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파이로 전해환원공정에서 핵분열생성물의 전기화학적 거
동연구

1.0

2017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다기능성 친환경 마그네슘 합금개발에 대한 기초적인 연
구

0.75

2017 교육부
폐모바일폰 카메라모듈로부터 습식제련에 의한 네오디뮴 

회수 기술개발
1.38

2019
산업통상
자원부

고순도 중희토류  추출을 위한 친환경 pyrometallurgy 
process 개발 및 소재화 기술개발

10

2017
산업통상
자원부

폐니켈수소전지를 활용한 3N급 희토류/유가금속 회수 및 
리튬이온전지용 양극활물질 소재화 기술개발

26.5

2015
산업통상
자원부

환원온도 950℃ 이하에서 작동 가능한 Ceria 계 멤브레인 
제조 기술 및 에너지 소비량이 30% 개선된 마그네슘  제

련 기술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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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희토류 회수 관련 연구 과제 분류

○ 희토류 재활용 연구 과제의 유형별 분류 중 희토류 회수 관련 연구로 분류된 과제를 최

근 5년간으로 추려 하단의 표에 정리하였음.

○ 전체 희토류 재활용 과제 중 금속 회수로 분류된 연구 과제는 금액 기준 약 

91.1%(140.42 억), 과제 건수 기준 약 75%(15 건)의 비율로 확인됨.

○ 희토류 금속 회수 과제 중 가장 규모가 큰 과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실시한 ‘폐니켈

수소전지를 활용한 3N급 희토류/유가금속 회수 및 리튬이온전지용 양극활물질 소재화 기

술개발(2017)’연구 과제로 금액 기준 약 17.2%(26.5억원)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2018
산업통상
자원부

순환형 생산품의 정부 품질인증 제도 운영을 위한 제품 
기준 및 성능 테스트 연구

7.5

2018
산업통상
자원부

10 KG/d 급 산업부산물 활용 희토류 회수 및 건설소재 
원천기술개발

13.47

2016
산업통상
자원부

고성능 영구자석용 고순도 Nd금속 환원 및 정련 기술 16

2015
산업통상
자원부

도시광산을 통해 재자원화된 금속의 정부비축을 위한 기
반 구축

4.89

2016
산업통상
자원부

폐니켈계전지로부터 고품위니켈분말(≥99.9%급)제조기술
개발

13.12

2018
산업통상
자원부

고순도 중희토류 추출을 위한 친환경 pyrometallurgy 
process 개발 및 소재화 기술개발

24.5

2018
중소벤처
기업부

폐비닐(PP,PE)과 코코넛 껍질을 재활용한 고부가가치 친
환경 우드플라스틱복합재 개발

0.44

2016 중소기업청
폐 열전모듈의 Bi2Te3, (Bi.Sb)2Te3 열전소재 80%이상 선

택적 회수 및 열전 나노분말 제조 기술 개발
5

2015 중소기업청 저원가, 고효율 열전 나노복합소재 제조기술 개발 0.3

2014 중소기업청 추출레진을 이용한 고순도 희토정련기술 개발 6

2015 중소기업청 리튬 이차전지 모듈용 해체 기술 및 해체 시스템 개발 2.5

2011 환경부 폐 디스플레이 자원재활용 통합공정 기술개발 27.6

2016 환경부
폐영구자석으로부터 희토류 금속회수 상용설비 개발 및 

기술실증
20

2019 환경부
전자산업  저농도 공정폐액으로부터 유가금속회수 사이

클론 고속전해 상용장치 개발 및 기술실증
7.9

2015 환경부
폐전자기기/자동차 연구자석으로부터 희토류원소 회수기

술 개발
6.2

2019 환경부 폐HDD로부터 유용자원 선별/회수 상용화 기술 실증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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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5] 희토류 회수 관련 연구 과제 목록 (2015~2019)

연도 부처명 과제명
연구금액
 (억 원)

2018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염화물계 용융염 및 액체금속을 사용한 NdFeB 자석으로
부터 고순도 Nd 회수공정 개발

0.45

2019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닫힌 물질수지형 희토류 친환경 건식 폐자원 회수 국제공
동 연구 (1/1)

0.9

2018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자가발전용 알루미늄-공기전지 시스템 개발 2.0

2017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파이로 전해환원공정에서 핵분열생성물의 전기화학적 거
동연구

1.0

2017 교육부
폐모바일폰 카메라모듈로부터 습식제련에 의한 네오디뮴 

회수 기술개발
1.38

2019
산업통상
자원부

고순도 중희토류  추출을 위한 친환경 pyrometallurgy 
process 개발 및 소재화 기술개발

10

2017
산업통상
자원부

폐니켈수소전지를 활용한 3N급 희토류/유가금속 회수 및 
리튬이온전지용 양극활물질 소재화 기술개발

26.5

2015
산업통상
자원부

환원온도 950℃ 이하에서 작동 가능한 Ceria 계 멤브레인 
제조 기술 및 에너지 소비량이 30% 개선된 마그네슘  제

련 기술
14

2018
산업통상
자원부

10 KG/d 급 산업부산물 활용 희토류 회수 및 건설소재 
원천기술개발

13.47

2016
산업통상
자원부

고성능 영구자석용 고순도 Nd금속 환원 및 정련 기술 16

2016
산업통상
자원부

폐니켈계전지로부터 고품위니켈분말(≥99.9%급)제조기술
개발

13.12

2018
산업통상
자원부

고순도 중희토류 추출을 위한 친환경 pyrometallurgy 
process 개발 및 소재화 기술개발

24.5

2016 중소기업청
폐 열전모듈의 Bi2Te3, (Bi.Sb)2Te3 열전소재 80%이상 선

택적 회수 및 열전 나노분말 제조 기술 개발
5

2015 중소기업청 저원가, 고효율 열전 나노복합소재 제조기술 개발 0.3

2014 중소기업청 추출레진을 이용한 고순도 희토정련기술 개발 6

2015 중소기업청 리튬 이차전지 모듈용 해체 기술 및 해체 시스템 개발 2.5

2015 환경부 폐 디스플레이 자원재활용 통합공정 기술개발 7.5

2016 환경부
폐영구자석으로부터 희토류 금속회수 상용설비 개발 및 

기술실증
20

2019 환경부
전자산업  저농도 공정폐액으로부터 유가금속회수 사이클

론 고속전해 상용장치 개발 및 기술실증
7.9

2015 환경부
폐전자기기/자동차 연구자석으로부터 희토류원소 회수기

술 개발
6.2

2019 환경부 폐HDD로부터 유용자원 선별/회수 상용화 기술 실증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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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희토류 재활용 시스템 구축 관련 연구 과제 분류

○ 희토류 재활용 연구 과제의 유형별 분류 중 금속 자원순환 시스템, 관리체계 구축 등 재

활용 전반에 걸친 시스템 및 재활용 관련 연구 과제를 시스템 구축 관련 과제로 분류하

였음

○ 전체 희토류 재활용 과제 중 시스템 구축으로 분류된 연구 과제는 금액 기준 약 3.17 

%(4.89 억), 과제 건수 기준 약 5%(1 건)의 비율로 확인되었으며, 시스템 구축 관련 연구 

과제는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실시한 ‘도시광산을 통해 재자원화된 금속의 

정부비축을 위한 기반 구축(2015)’ 연구 과제 1 건으로 확인되었음

[표 6-1-6] 시스템 구축 관련 연구 과제 목록 (2015~2019)

연도 부처명 과제명
연구금액
 (억 원)

2015
산업통상
자원부

도시광산을 통해 재자원화된 금속의 정부비축을 위한 기반 
구축

4.89

차. 희토류 재활용 정책 관련 방안 연구 과제 분류

○ 자원순환 정책 개발, 발전 방안 및 제도 확립 관련 방안 연구 과제를 재활용 정책 관련 

과제로 분류하였음

○ 전체 희토류 재활용 과제 중 재활용 정책으로 분류된 연구 과제는 금액 기준 약 

4.96%(7.65 억), 과제 건수 기준 약 10%(2 건)의 비율로 확인되었음

○ 재활용 정책 관련 연구 과제는 최근 5년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실시한 ‘전략적 폐 

디스플레이 자원 재활용 통합공정 기술 최적화와 상용화 기술 협력(2017)’와 ‘순환형 

생산품의 정부 품질인증 제도 운영을 위한 제품 기준 및 성능 테스트 연구(2018)’ 연구 

과제로 총 2 건으로 확인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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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7] 재활용 정책 관련 연구 과제 목록 (2015~2019)

연도 부처명 과제명
연구금액
 (억 원)

2017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전략적 폐 디스플레이 자원 재활용 통합공정 기술 최적
화와 상용화 기술 협력

0.15

2018
산업통상
자원부

순환형 생산품의 정부 품질인증 제도 운영을 위한 제품 
기준 및 성능 테스트 연구

7.5

카. 희토류 재활용 기타 연구 과제 분류

○ 희토류 재활용 연구 과제의 유형별 분류 중 분류체계로 구분하기 어려운 과제들을 포함

한 그 외 나머지 희토류 재활용 관련 연구 과제들을 기타 과제로 분류하였음

○ 전체 희토류 재활용 과제 중 기타 연구 과제로 분류된 연구 과제는 금액 기준 약 

0.77%(1.19 억), 과제 건수 기준 약 10%(2 건)의 비율로 확인됨

- 최근 5년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실시한 ‘전다기능성 친환경 마그네슘 합금개발에 대

한 기초적인 연구(2017)’와 ‘폐비닐(PP,PE)과 코코넛 껍질을 재활용한 고부가가치 친환경 

우드플라스틱복합재 개발(2018)’ 연구 과제로 총 2 건으로 확인되었음

[표 6-1-8] 희토류 재활용 기타 연구 과제 목록 

연도 부처명 과제명
연구금액
 (억 원)

2017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다기능성 친환경 마그네슘 합금개발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 0.75

2018
중소벤처
기업부

폐비닐(PP,PE)과 코코넛 껍질을 재활용한 고부가가치 친
환경 우드플라스틱복합재 개발

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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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희토류 재활용 및 소재화 연구개발 문제점 및 해결방안

1. 희토류 재활용 및 소재화 문제점 조사방법

가. 조사 개요

○ 희토류 재활용 및 소재화 연구개발 문제점 조사

- 현재 국내 희토류 재활용 및 소재화 분야 연구개발은 연구의 방향, 희토류 관련 업체의 영

소함, 사업화 가능성 및 지속성, 환경 문제 등 다양한 문제 발생

- 미래 우리나라의 자원 자립화와 희토류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존 연구들의 문제점

과 해결 방안을 도출 및 추후 신규 과제 기획 내용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 희토류 재활용 관련 국내 희토류 재활용 연구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조사하기 위하여, 1절

에서 조사한 연구과제 통계데이터를 바탕으로 과제 규모(금액)와 실증화 유무 등의 사항을 

고려함

- 후에 특정 연구 과제들을 선정하여 과제 내용, 과제 성과 및 결과, 문제점 진단과 해결방안

을 제시하였음

나. 희토류 회수 관련 주요 연구과제 과제 문제점 및 해결방안

○ 폐 니켈수소전지로부터의 희토류/희소금속 회수

정량 목표

- 30 톤/년급 폐니켈수소전지 재활용 통합플랜트 구축 및 운전 최적화를 통한 운영
- 유가금속(니켈, 코발트)/희토류 분리 기술 최적화 및 통합 플랜트 적용 지원
- 희토류 함유 용액으로부터 희토류산화물 회수 플랜트 구축 및 최적화
- High-Ni NCM계 양극활물질 제조 및 공정 기술 확보
- Pilot급 high-Ni NCM계 전구체 제조 공정 구축

파일럿 구축 계획

: 폐니켈수소전지 재활용 통합 플랜트 구축
- 니켈수소전지 폐자원 처리용량 : ≥30톤/년
- 생산용량 : 황산니켈 ≥ 3톤/년, 황산코발트 ≥ 0.5톤/년
- 회수효율 : 니켈 ≥ 95%, 코발트 ≥ 95%
- 회수순도 : 황산니켈 ≥ 99.9%, 황산코발트 ≥ 99.9%

- A업체에서 주관했던 폐니켈수소전지로부터의 희토류/희소금속을 회수하는 연구 과제는 니

켈수소전지 재활용 통합 플랜트 구축 및 운영의 연구 목표를 가지고 진행함

- 니켈수소전지에는 희토류가 약 4% 함유되어 있어 자원으로 재활용하여 자원화가 가능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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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해당 연구 과제를 통해 니켈수소 전지 폐자원에 포함되어있는 유가금속인 회수 및 고부

가가치의 희토류 원소를 회수하고자 함

- 기존 대비 경제성 있는 공정기술 확보를 통하여 관련 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 및 국가 경

쟁력 향상 및 고품질의 원료를 공급함으로 이차전지 및 희토류 수요기업의 기술력의 증가

를 기대하였음

- 폐전지를 해체/분리 및 파·분쇄하는 전처리 공정, 희토류와 니켈, 코발트를 침출, 용매추출

의 후단 공정 개발을 통해 결과적으로 폐 니켈수소전지를 양극활물질로 소재화할 수 있는 

일괄 공정 플랜트를 구축하고자 하였음

- 하지만 본 과제는 국내에서 계속해서 소비되는 니켈수소전지의 감소로 인하여 구축된 플랜

트의 활용 가능성이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니켈 및 코발트 외에 희토류 부산물의 선택적 침출기술의 부재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활용되고 사업화되어야 할 희토류는 처리방안이 모호함

- 폐전지 전처리 공정 최적화 연구 등 원료의 조성이나 입도, 형태에 크게 영향을 끼칠 수 있

는 연구 부족으로 인해 원료 품질에 의해 특성이 크게 변할 수 있는 후처리 공정에서 품질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고난이도의 기술과 많은 장비 투자를 요하는 후처리(침출, 용매추출 등)에 대한 공정에서 품

질 문제가 발생할 경우, 영세한 중소기업 특성상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본 과제의 경우, 이러한 사항의 고려 없이 과제 성공을 위한 정량적 목표에만 연구

개발의 방향이 치중될 가능성이 있음

- 추후 연구과제 기획에서는 희토류 재활용 관련 전문기관의 적극적인 연구과제 참여유도와 

장비·설비 실증화 연구과제 지원 등을 통하여 영세기업의 사업화 진입장벽을 낮추고 사업 

지속성을 향상시켜야 함

- 실질적으로 회수되고 소재화되어야 할 희토류의 선택적 회수 기술과 폐기물 종류에 따른 

전처리 기술 등의 추가적인 연구 개발 지원을 통해 희토류 회수 연구개발의 다양성과 목적

성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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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1] 폐니켈수소전지 재활용 공정 상세도

[그림 6-2-2] 폐니켈수소전지로부터의 희토류 분류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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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영구자석으로부터 희토류 회수 및 실증화

정량 목표

- 폐 영구자석/가공스크랩에서 희토류 원료소재 제조 일괄 공정 실증 플랜트 운전 최적화
- Tb/Dy 고순도화 Pilot plant 운용/운전 조건 최적화
- 희토류 금속 회수 상용 설비 Engineering 설계 패키지 구축 (1,000톤/년)

파일럿 구축 계획

: 일괄 실증 플랜트 설비 운용 최적화 및 상용설비 Engineering 설계 패키지 구축
- 물질수지 DB 구축 : 1000톤/년
- 회수효율 : Nd/Dy ≥ 90%
- 회수순도 : Tb/Dy ≥ 99.5%, Nd/Dy ≥ 99.9%

- B업체에서 주관했던 폐영구자석으로부터 희토류 회수 및 상용 설비 실증화까지 진행했던 

연구 과제는 폐 영구자석 및 영구자석 가공스크랩 재활용 순환자원 실증 연구를 통한 희토

류 원소 회수 및 소재원료 제품화 기술 개발을 목표로 진행함

- 본 연구과제는 영구자석을 가공할 때 발생하는 가공스크랩을 이용하여 Pr, Nd와 같은 경희토

류, Tb, Dy와 같은 중희토류 등 다양한 희토류를 산화물 또는 불화물 형태의 염으로 회수함

- 추후 공정의 원료로 재사용하는 공정을 시스템화하고, 실증 플랜트를 구축하는 내용을 중점으

로 진행한 과제로 크게 침지 및 고액분리–산화 배소–산 용해–용매추출 공정의 순서로 진행됨

- 대체로 영구자석 제조 공정 스크랩 분야는 중국 영구자석 제조 공장을 중심으로 자체 기술

로 재활용 중이나, 기술적 수준이 낮은 실정임

-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성 및 경제성을 확보한 “영구자석 제조공정 스크랩 재활용 독자기

술” 확립을 통하여 중국 시장 진출 및 기술적으로의 우위를 차지하고자 했음

- 폐 영구자석 재활용 관련 양산 사업화 체제를 구축하여 자원 재활용 및 원료소재 국내시장 

창출 및 상세 Engineering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사업 종료 후 사업화 이전 단계 단축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 또한 폐 영구자석 재활용 분야 상용화를 통한 폐 영구자석 배출 및 회수 과정을 시스템화 

하여 자원순환 활성화를 도모하였음

- 희토 영구자석의 주 사용처인 모터의 사용량 증가를 배경으로 가공 스크랩을 재활용하고 

소재화 하는 취지로 진행되었으나, 최근 모터 내 영구자석의 탈 희토류 움직임에 따라 희

토류가 포함되어 있는 영구자석의 사용량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추세

- 이를 대체하기 위해 페라이트 자석 사용량이 증가하는 상황으로, 원소재 수급 불안정으로 

인한 사업화 지속성 불안정에 대한 문제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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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본 과제의 대표적인 공정인 습식 금속 회수 공정은 산폐수가 매우 많이 발생하며, 부

자재가 매우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원자재 수급에 대한 리스크가 상존함

- 이는 공정 단가 상승으로 이어지며 공정 단가 상승은 기업의 사업화 유무와 크게는 연구 

결과의 실효성과 직결되므로, 폐기물에 따라 적절한 공정 선택 필요 

- 따라서 원소재 수급과 공정 단가 상승 등으로 인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상 금속

의 가격과 공정 단가의 정확한 비교, 관련 공정 전문기관 연구 참여를 통한 공정 효율 향

상 방안 마련, 원소재 수급 관련 시장 트랜드 분석 등을 통한 해결방안 시급

[그림 6-2-3] 가공스크랩에서의 희토류 화합물 회수 공정도

[그림 6-2-4] 폐 영구자석을 통한 Tb/Dy 분리 일괄 공정 상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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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5] 폐 영구자석 및 가공스크랩으로부터 희토류 회수 기술 실증 공정도

○ 전자산업 공정폐액으로부터의 유가금속 회수 및 사이클론 고속전해 실증화
정량 목표

- 연간 처리용량 800톤 규모의 통합형 고효율 유가금속 회수 공정 개발 및 

파일럿플랜트 구축 (15,000톤/년)

- 연간 처리용량 800톤 규모의 사이클론 전해회수공정, 분리정제 공정, 

시안 저감화 공정 등의 모듈화 설계

- 귀금속 관련 폐액 발생 현장(PCB 제조업체, 폐기물 처리업체 등) 고효

율 유가금속 회수 파일럿 플랜트 적용

파일럿 구축 계획

: 통합형 유가금속 회수 공정 개발 및 파일럿 플랜트 구축

- 고효율 금속회수 상용패키지 확보 : ≥ 15,000톤/년

- 회수효율 : 귀금속 회수율 ≥ 99%

- 불순물 제거율 :  ≥ 80%

- C업체에서 주관했던 전자산업 공정폐액으로부터의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사이클론 고속전해 

실증화 과제는 연간 처리용량 800톤 규모의 통합형 고효율 유가금속회수 공정 개발 및 파

일럿 플랜트 구축 및 상용패키지 확보(15,000톤/년)를 목표로 진행함

- 본 과제를 통해 용량에 따른 에너지, 폐수저감형 유가금속 회수 시스템 시장 확보 및 판매

를 도모했으며, 확보 시스템을 통해 친환경적인 유가금속 재활용 사회를 구축하고자 함

- 전자제품, 폐촉매, 폐자석 등으로부터의 침출 귀금속 포함 폐용액으로부터 전처리 공정을 

포함한 일괄 배치 형태의 회수 기술로서 폭넓은 활용처에서의 활용을 기대하였음

- 본 연구에서의 귀금속을 분리한 침출용액으로부터 유가금속을 회수하기 위해 침출용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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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으로 사이클론 전해조를 이용하여 회수를 진행할 경우에 사이클론 전해조의 음극에 

전해 석출된 귀금속이 귀금속 침출에 사용된 귀금속 박리성분에 의해 재용해 되기 때문에 

사이클론 전해조에서의 귀금속 회수 불가능함

- 이를 제거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시안 성분 제거를 위한 추가 공정을 위해 분리정제 공정 

등 많은 공정 처리 비용 발생

- 일반적으로 전자산업에서 발생하는 희토류 및 귀금속 함유 유가금속 도금 폐액은 회수 및 

정제되지 않은 상태로 재활용 업체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전자산업에

서 발생하는 폐자원 회수의 어려움과 수거 단계의 비용이 높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회수

하고자 하는 폐자원에 함유되어 있는 희토류 및 귀금속과 같은 유가금속의 함유량이 극미

량임

- 따라서 현장으로의 실질적 투입되는 재활용 공정 플랜트의 경우 현실적으로 폐자원의 지속

적인 수급도 어려우며, 연구단계로의 결과물인 해당 장비의 투입 대비 경제성이 낮다고 판

단함

- 본 과제에서 구축한 해당 실증 장비를 이용한 사업화 및 경제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한 

단계이므로 높은 재활용 공정 플랜트로의 실질적인 현장 투입을 위해 수급 폐자원 대비 사

업화 진행에 따른 경제성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폐자원의 지속적인 수급 및 수급된 폐자

원으로부터 유가금속 회수까지의 공정 단일화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그림 6-2-6] 사이클론 전해회수 전체 공정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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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 디스플레이의 재활용 통합 실증 플랜트 구축

정량 목표

- 5 TPD급 폐디스플레이 재활용 통합 Plant 구축
- 5 TPD급 통합 실증 플랜트 종합평가 및 최적화
- 해체ㆍ분리 후 선택적 모듈ㆍ부품별 선별 자동 이송 장치 개발 시스템 구축
- 냉음극형광램프, 패널 전처리 및 자원 회수 시스템, PCB 해체 시스템 scale up 및 최적화

파일럿 구축 계획

: 5 TPD급 폐디스플레이 재활용 통합 Plant 구축
- Tack Time 분석 및 단축 인자 도출
- 제품 누적처리통계시스템 구축
- 수작업/자동화 구간 선정 및 컨베이어 자동 투입 시스템 제작
- 해체ㆍ분리 후 선택적 모듈ㆍ부품별 선별 자동 이송 장치 개발 시스템 구축

- A연구원에서 주관했던 폐 디스플레이의 재활용 통합 플랜트 관련 과제는 5 TPD급 폐 디스

플레이 재활용 통합 Plant 구축 및 5 TPD급 실증 플랜트 종합평가 및 최적화를 목표로 진

행함

- 본 연구 과제를 통해 폐 디스플레이 재활용 부가가치 상승 및 FPD(Flat panel display) 제품

군으로의 재활용 기술 확산을 기여하고자 하였으며, 폐 디스플레이 재활용 및 재자원화에 

의한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감소 효과 및 유가금속 재활용으로 인한 폐 전자제품의 경제

적 가치 상승효과를 기대하였음

- 연구 과제 진행을 통해 폐 디스플레이의 유가금속 재활용의 대용량화 요소 기술 개발로 산

업체의 컨소시엄 형태 참여를 유도하고자 함

- 본 과제는 폐디스플레이 내에 존재하는 유가자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폐디스플레이 해체/분

리 및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가금속(인듐)을 비롯한 폐자원을 회수하고자 하는 연구

과제로서, 크게 폐 디스플레이 오토로딩–비전인식–해체/선별 시스템 공정으로 이루어짐

- 하지만 폐 디스플레이 특성상 많은 종류의 자원이 배출되며 이러한 자원 내에 존재하는 폐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회수하는 방안이 모호하고 매우 미량 존재하는 인듐 침출 공정에 대

한 공정 단가 비교가 미흡하여 사업화가 어렵다는 한계 존재

- 따라서 본 과제의 사업화를 위해서는 관련 업계 및 연구계와의 협력을 통하여 다양한 소재

의 자원이 배출되는 특성이 고려된 후단 공정에 대한 제시가 필요하며, 작업자에 대한 중

금속 노출 대책, 유가금속인 인듐 침출에 대한 경제성 분석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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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7] 폐 디스플레이 재활용 실용화 시스템 개발 공정별 모식도

[그림 6-2-8] 폐 디스플레이 통합 실증 플랜트 모식도

다. 희토류 재활용 연구과제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결론

○ 현재까지의 대부분 폐자원 재활용 연구 과제는 전처리 후 습식 공정을 통한 금속 또는 

화합물 회수이며, 전처리 공정은 대상 폐자원 물질에 따라 다르게 진행되고 있고, 후단

의 습식 공정은 대체로 동일한 공정(침출, 추출, 공침, 정련 등)으로 금속 폐자원과 화합

물 회수가 이루어지고 있음

○ 폐자원으로부터의 재활용을 진행하고 있는 국내 기업체의 규모가 영세하고 관련 기반 

재활용 기술이 부족한 관계로, 물리적인 처리를 통하여 금속 회수 공정에 균일한 품질의 

원료를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전처리 공정 연구와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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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공정 모두 lab-scale의 연구 과제의 정량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만 만족하고 있으

며, scale-up을 통한 상용화 및 실증화까지 이르지 못하는 실정임

○ 따라서 폐자원에서 발생하는 희토류 금속 회수에 공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전처리공정

과 습식 금속 회수 공정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을 받아 실증 연구가 이루어져 상용화 공

정 구축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확보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또한,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에 대한 명확한 수요·공급 예측을 

통하여 희토류 재활용 사업을 진행하려는 기업의 원료 수급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 하

여야 하며, 나아가 국내 희토류 재활용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국산 장비·설

비 개발을 통하여 외산 장비 의존도를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그림 6-2-9] 희토류 재활용 기존 연구 개발 문제점 및 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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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희토류재활용 기술개발 계획 

1. 희토류 재활용 기술개발 개요 및 목표

가. 과제 개요 및 세부 목표

○ 개요

- 본 사업에서는 촉매, 자석, 형광체, 광학유리, 이차전지 등의 폐자원으로부터 희토류 소재 

재활용을 위한 전처리 기술과 희토류 금속회수 공통핵심기술 및 장치를 개발하고자 함

- 개발된 공통핵심기술 기반 파일롯 규모의 오픈형 희토류 재활용 플랫폼을 구축하여 수요기

업에 희토류 재활용 기술컨설팅, pilot test, 공정의 경제성/환경성 분석 등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자원순환 사업화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그림 7-1-1] 본 사업의 기술개발 개요

○ 세부목표

- (폐자원 전처리 기술개발) 다양한 산업 발생 폐자원으로부터 희토류 소재를 농축자원으로 

제조하는 전처리 기술 확립

- (희토류 재활용 핵심공통기술 개발) 전처리된 농축자원으로부터 개별 희토류 회수 및 소재

화 핵심공통기술 확립 

7 희토류 재활용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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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토류 재활용 핵심장치 국산화) 희토류 재활용 핵심공통기술 기반 핵심장치 국산화 제작

기술 확립

- (오픈형 희토류 재활용 플랫폼 개발) 개발된 핵심공통기술 기반 오픈형 희토류 재활용 플랫

폼 구축 및 운영기술 확립 (기술컨설팅, pilot test, 경제성/환경성 분석 등 제공)

나. 최종목표

○ 최종목표: 희토류 재활용 공통 핵심기술/장치 개발 및 오픈형 재활용 플랫폼 구축/운영

- 개별과제 : 다양한 산업 발생 폐자원 전처리 및 희토류 농축자원 제조기술 개발(3차년도 이

후 통합과제 I과 연계)

- 통합과제 I : 고효율 희토류 재활용 핵심장치 국산화 제작기술 개발(3차년도 이후 개별과제 

또는 통합과제 II와 연계)

 → 1세부 : 산업용 폐제품으로부터 희토류 농축자원 분리/선별 국산화 장치 개발(희토류 농축

자원 제조 개별과제 연계)

 → 2세부 : 고효율 원심분리형 용매추출 장치 국산화 기술 개발(통합과제 II와 연계) 

 → 3세부 : 에너지 절감형 희토류 금속 회수 및 고순도화 시스템 국산화 기술 개발(통합과제 

II와 연계)

- 통합과제 II : 산업용 폐자원으로부터 희토류 금속회수 공통핵심기술 기반 오픈형 재활용 플

랜트 구축 및 운영기술 개발(3차년도 이후 통합과제 I과 연계)

 → 1세부 : 희토류 금속회수 공통기술 기반 오픈형 파일롯 플랜트 구축 및 운용기술 개발 

 → 2세부 : 재활용 희토류 금속의 고부가가치 소재화 기술개발

 → 3세부 : 오픈형 희토류 재활용 플랫폼 및 기업지원 체계 구축기술 개발(1세부 및 2세부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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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 과제 및 성과 지표

가. 본 사업의 내용 및 장치제작 계획

[표 7-1-1] 본 사업의 제안 과제

과제
유형

과제 
수 
(건)

과제명
과제
기간
(개월)

총
사업비
(억원)

비고

개별 10
다양한 산업 발생 폐자원 전처리 및 희토류 농
축자원 확보 기술 개발

60 250
기술수요조
사 후 RFP 

도출

통합 2

(통합 I) 고효율 희토류 재활용 핵심장치 국산
화 제작기술 개발

 - (세부 I) 산업용 폐제품으로부터 희토류 농
축자원 분리/선별 국산화 장치 개발

 - (세부 II) 고효율 원심분리형 용매추출 장치 
국산화 기술 개발

 - (세부 III) 에너지 절감형 희토류 금속 회수 
및 고순도화 시스템 국산화 기술 개발

48 200

과제상세기
획 후 RFP 

도출

(통합 II) 산업용 폐자원으로부터 희토류 금속회
수 공통핵심기술 기반 오픈형 재활용 
플랫폼 구축 및 운영기술 개발

 - (세부 I) 희토류 금속회수 공통기술 기반 오
픈형 파일롯 플랜트 구축 및 운용기술 
개발

 - (세부 II) 재활용 희토류 금속의 고부가가치 
소재화 기술 개발

 - (세부 III) 오픈형 희토류 재활용 플랫폼 및 
기업지원 체계 구축기술 개발

60 330

○ 희토류 폐자원 전처리 및 농축자원 확보기술: 장치 제작 계획

구축 장치
수량
(대)

용도
예상비용
(백만원)

폐제품 내 희토류 부품 
해체·분리 장치

10
산업용 폐제품으로부터 희토류 함유 부

품 해체·분리
3,000

희토류 부품 
파분쇄 장치

10 해체·분리된 희토류 부품의 파분쇄 2,000

희토류 소재
선별/농축 장치

15
자력, 비중, 부유선별 등을 통한 희토류 

소재 선별/농축
3,000

스마트 관리 시스템 10
통합 전처리 플랜트를 

스마트하게 관리
2,000

기타 부대 장치 -
희토류 폐자원 전처리 플랜트에 포함되

는 기타 부대장치
2,000

합 계 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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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형 희토류 재활용 플랜트 구축기술: 장치 제작 계획

구축 장치
수량
(set)

용도
예상비용
(백만원)

희토류 침출장치 3
전처리된 희토류 함유 폐자원 

분말의 침출
500

희토류 추출장치 1
원심분리형 용매추출 기반 

희토류 이온 추출
2,000

전기화학적 희토류 회수
장치

1
전해채취 공정 기반 

전기화학적 희토류 금속 회수
1,000

희토류 소재
화학적 침전 장치

1
화학적 침전을 통한 
희토류 화합물 회수

500

희토류 금속
고순도 소재화 장치

1
희토류 금속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고

순도 소재화
1,000

희토류 재활용 플랜트
스마트 관리 시스템

1
희토류 재활용 통합플랜트의 효율적 관

리를 위한 시스템
1,000

희토류 재활용 플랜트 라
인 통합

-
구축된 개별 장치의 연계/통합을 통한 

다양한 폐자원 내 희토류 소재 
재활용 공정 적용 가능

1,000

기타 부대 장치 -
희토류 재활용 플랜트에 포함되는

 기타 부대 장치
2,000

합 계 9,000

나. 성과지표 목표
○ 개별과제 : 다양한 산업 발생 폐자원 전처리 및 희토류 농축자원 제조기술 개발

구분 지표 가중치 비고

1
◦ 희토류 함유 폐자원 처리용량
 - 연간 폐자원 전처리 용량

20

2
◦ 이물질 제거율 
 - 발생 폐자원 대비 잔류하는 이물질(금속, 유기물 등) 제

거율  
20

3
◦ 희토류 회수율
 - 초기 폐자원 내의 희토류 함유량 대비 회수된 희토류 

함량 비율
25

4
◦ 희토류 폐자원 농축률
 - 초기 폐자원 내의 희토류 함유량 대비 농축된 희토류 

함량 비율
25

5 ◦ 기타 과제 제안 시 제시하는 목표 10

합 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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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과제 Ⅰ: 고효율 희토류 재활용 핵심장치 국산화 제작기술 개발

구분 지표 가중치 비고

1
◦ 처리 용량
 - 희토류 함유 폐자원 처리 용량

15

2
◦ 희토류 농축률
 - 원료 대비 희토류 농축률

15

3
◦ 희토류 순도
 - 개발 장비를 이용하여 회수된 희토류 순도

10

4
◦ 희토류 추출/분리율
 - 고효율 용매추출 장비를 활용한 희토류 추출 및 분리

10

5
◦ 에너지 절감률
 - 기존 장비 대비 개발 장비 에너지 소모율 비교

10

6
◦ 시스템 신뢰성 평가
 - 정량적 항목 대비 장비 성능 및 재현성 평가

15

7
◦ 시제품 건수
 - 과제를 통해 생산된 주요 장비 

10

8 ◦ 기타 과제 제안 시 제시하는 장비스펙 15

합 계 100

○ 통합과제 Ⅱ: 산업용 폐자원으로부터 희토류 금속회수 공통핵심기술 기반 오픈형 재활용 

플랫폼 구축 및 운영기술 개발

구분 지표 가중치 비고

1
◦처리 용량
 - 희토류 함유 폐자원 처리 용량

20

2
◦ 희토류 회수율
 - 희토류 폐자원으로부터 희토류 소재 회수율

20

3
◦ 희토류 순도
 - 제품별 회수된 희토류 순도

20

4
◦ 적용 제품 개수
 - 재활용 플랫폼에 적용 가능한 희토류 폐자원 수량

10

5
◦ 기업 지원 건수
 - 재활용 플랫폼 활용 기술 지원한 업체 수

10

6
◦ 시제품 건수
 - 과제를 통해 생산된 희토류 소재

10

7 ◦ 기타 과제 제안 시 제시하는 목표 10

합 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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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과제 추진내용

○ 과제별 목표 및 개발내용

- 개별과제 : 다양한 산업 발생 폐자원 전처리 및 희토류 농축자원 제조기술 개발(3차년도 이

후 통합과제 I과 연계)

 - 국내 다양한 산업군에서 발생하는 희토류 폐자원 조사

 → 국내 발생하는 희토류 함유 자원 확보

 → 폐제품 내 희토류 부품 해체‧분리 기술 개발

 → 분리된 희토류 부품의 고효율 파분쇄 기술 개발

 → 희토류 소재 분리/농축을 위한 선별기술 개발

 → 개발 기술별 장치 제작 및 연계를 통한 전처리 통합 파일롯 플랜트 구축(통합과제 II와 연계)

 → 스마트 시스템을 활용한 희토류 폐자원 전처리 플랜트의 최적 운영관리

 → 개발된 희토류 폐자원 전처리 공정의 경제성/환경성 분석

○ 통합과제 I : 고효율 희토류 재활용 핵심장치 국산화 제작기술 개발(3차년도 이후 개별과

제 또는 통합과제 II와 연계)

- 1세부 : 산업용 폐제품으로부터 희토류 농축자원 분리/선별 국산화 장치 개발 (희토류 농축

자원 제조 개별과제 연계)

 → 희토류 함유 폐자원 선정 및 희토류 분리/선별을 위한 전략 수립

 → 해외 선진사의 희토류 폐자원 전처리 공정 파악 및 벤치마킹

 → 산업용 폐제품으로부터 희토류 농축자원 제조기술 확립

 → 희토류 농축자원 제조를 위한 분리/선별 장치 설계/제작 기술 국산화

 → 희토류 분리/선별 장치의 성능 최적화 및 신뢰성 확보 

 → ICT/IoT 기술을 활용한 공정 제어 및 장치 운영 최적화

 → 개발된 희토류 분리/선별 국산화 장치를 활용한 공정의 경제성/환경성 분석

- 2세부 : 고효율 원심분리형 용매추출 장치 국산화 기술 개발 (통합과제 II와 연계) 

 → 해외 선진사의 원심분리형 용매추출 장치 파악 및 벤치마킹

 → 상비에 따른 용매의 정밀 투입 및 제어기술 확립

 → 다양한 용매에 대한 내부식성 소재 선정 및 가공기술 확립 

 → 반응기 실링 및 최적 혼합 제어기술 확립

 → 희토류 이온별 분리/농축을 위한 원심분리형 용매추출 장치 설계/제작 기술 국산화

 → ICT/IoT 기술을 활용한 공정 제어 및 장치 운영 최적화

 → 개발된 용매추출 장치를 활용한 공정의 경제성/환경성 분석

- 3세부 : 에너지 절감형 희토류 금속 회수 및 고순도화 시스템 국산화 기술 개발(통합과제 II

와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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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선진사의 전기화학적 금속 회수 장치 파악 및 벤치마킹

 → 전력 손실, 전류효율, 농도과전압 개선을 위한 전해셀 설계기술 확보

 → 에너지 절감형 전기화학적 희토류 제련 시스템 설계인자 확보

 → 희토류 금속 고순도 소재화를 위한 장치 설계인자 확보

 → 희토류 금속 회수 및 고순도화 시스템 설계/제작 기술 국산화

 → ICT/IoT 기술을 활용한 공정 제어 및 장치 운영 최적화

 → 개발된 시스템 활용 소재화 공정의 경제성/환경성 분석 

○ 통합과제 II : 산업용 폐자원으로부터 희토류 금속회수 공통핵심기술 기반 오픈형 재활용 

플랜트 구축 및 운영기술 개발 (3차년도 이후 통합과제 I과 연계)

- 1세부 : 희토류 금속회수 공통기술 기반 오픈형 파일롯 플랜트 구축 및 운용기술 개발 

 → 희토류 함유 폐자원의 고효율/선택적 침출 기술 개발

 → 희토류 함유 침출용액으로부터 희토류 이온 농축 기술 개발

 → 용매추출법을 활용한 희토류의 금속별 분리 및 고농축 기술 개발

 → 고농축 용액으로부터 희토류 금속 회수를 위한 전기화학적 공정 개발

 → 공통핵심기술별 파일롯 장치 제작 (통합과제 I과 연계) 및 연계기술 개발

 → 효율적인 공정 관리를 위한 ICT/IoT 적용 기술 개발

 → ICT/IoT 기술을 적용한 오픈형 희토류 재활용 플랜트 구축 및 운영기술 확보

 → 폐자원으로부터 희토류 재활용 통합 공정의 경제성/환경성 분석

- 2세부 : 재활용 희토류 금속의 고부가가치 소재화 기술 개발

 → 재활용 희토류 금속별 물성 분석 데이터베이스 구축 

 → 재활용 희토류 금속별 고순도화 기술 개발

 → 재활용 희토류 금속 고순도 소재화 장치 설계/제작 (통합과제 I과 연계)

 → 전극의 종류 및 구조, 전기화학 및 전해셀 조건 등의 최적 제어기술 확보 

 → 고순도 희토류 금속 시제품 제작 및 제품 적용 기술 확보

 → 재활용 희토류 금속 소재화 공정의 경제성/환경성 분석

- 3세부 : 오픈형 희토류 재활용 플랫폼 및 기업지원 체계 구축기술 개발(1세부 및 2세부 연계)

 → 산업용 제품 내 희토류 사용 분야 및 함량 등에 대한 정립 (DB 구축)

 → 폐자원으로부터 희토류 소재 재활용을 위한 공통기술 플랫폼 확립 

 → 기술컨설팅, pilot test 등 기업지원 플랫폼 확립 

 → 희토류 재활용 사업화 및 경제성/환경성 분석 지원을 위한 체계 마련

 → 기업지원을 위한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기술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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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별 추진일정

- 개별과제 : 다양한 산업 발생 폐자원 전처리 및 희토류 농축자원 제조기술 개발

일
련
번
호

과제명 주요 추진내용

추  진  일  정 (연도별)
비
고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다양한 산
업 발생 
폐자원 전
처리 및 
희토류 농
축자원 제
조기술 개

발

발생 희토류 폐자
원 조사 및 확보

24

2
희토류 부품 

해체‧ 분리 기술 개
발

48

3
분리/농축 선별기술 

개발
48

4
파일롯 플랜트 구

축
및 운전기술 확립

24

5
스마트 시스템을 
활용한 운영관리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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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과제 I : 고효율 희토류 재활용 핵심장치 국산화 제작기술 개발

일련
번호

과제명 주요 추진내용
추  진  일  정 (연도별)

비
고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1세부) 
산업용 폐
제품으로
부터 희토
류 농축자
원 분리/
선별 국산
화 장치 
개발

희토류 폐자원 선정 
및 분리 선별 전략 수

립
12

2
희토류 농축자원 제조 

기술 확립
28

3
분리/선별 장치 설계 

및 제작
28

4
장치 성능 최적화 및 

신뢰성 확보
24

5
ICT/IoT 기반의 공정 
제어 및 운영 최적화

24

6

(2세부)
고효율 원
심분리형 
용매추출 
장치 국산
화 기술 
개발

해외 선진 기술 파악 
및 벤치마킹

12

7
용매 정밀 투입 및 제

어기술 확립
30

8
소재 선정 및 가공기

술 확립
18

9
반응기 실링 및 혼합 

제어기술 확립
24

10
원심분리형 용매추출 
장치 설계 및 제작

24

11

(3세부)
에너지 절
감형 희토
류 금속 
회수 및 
고순도화 
시스템 국
산화 기술 

개발

금속 회수 장치 파악 
및 벤치마킹

12

12
효율 향상을 위한 전
해셀 설계 기술 확보

30

13
에너지 절감형 희토류 
제련 시스템 설계 기

술 확보
24

14
희토류 회수 및 고순
도화 장치 제작 기술 

국산화
30

15
ICT/IoT 기술을 활용
한 공정제어 및 운영 

최적화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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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과제Ⅱ : 산업용 폐자원으로부터 희토류 금속회수 공통핵심기술 기반 오픈형 재활용 플

랜트 구축 및 운영기술 개발

일
련
번
호

과제명 주요 추진내용

추  진  일  정 (연도별)
비
고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1세부)
희토류 금
속회수 공
통기술 기
반 오픈형 
파일롯 플
랜트 구축 
및 운용기
술 개발

폐지원 고효율 침
출 기술 개발

24

2
희토류 농축 및 분

리기술 개발
48

3
희토류 회수를 위
한 전기화학 공정 

개발
48

4
파일롯 장치 및 연

계기술 개발
30

5
ICT/IoT기술을 활용

한 운영관리
36

6

(2세부)
재활용 희
토류 금속
의 고부가
가치 소재
화 기술 
개발

희토류 금속별 물
성 분석 및 DB 구

축
24

7
금속 고순도화 기

술 개발
54

8
금속 소재화 장치 
설계 및 제작

24

9
전기화학 최적  제

어기술 확보
24

10
희토류 금속 시제
품 제작 및 적용기

술 확보
18

11

(3세부)
오픈형 희
토류 재활
용 플랫폼 
및 기업지
원 체계 
구축기술 
개발

희토류 사용분량 
및 함량 DB 구축

24

12
희토류 소재 재활
용 공통 기술 플랫

폼 확립
30

13
파일롯 테스트를 
위한 체계 마련

42

14
플랫폼 운영기술 
확립 및 기업지원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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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희토류 재활용 시설 및 운용 전략

1. 추진전략

가. 과제 추진 전략

○ 기술개발 필요성에 따른 과제 추진 당위성 확보

○ 개별과제 : 다양한 산업 발생 폐자원 전처리 및 희토류 농축자원 제조기술 개발

필요성

- 희토류는 친환경 자동차, 신재생에너지, IT, 의료분야 등 다양한 분야
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희토류의 산업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미래산업의 핵심원소인 희토류의 확보 방안 모색이 필요하며, 자원 부
족 국가로서 재활용을 통한 희토류 확보가 절실함.

추진 가능성

- 폐자원 내에는 다양한 유가자원이 존재하며 상용화 기술이 확보 시 
광석 제련 대비 높은 효율의 희토류 생산이 가능함.

- 국내 폐자원 재활용 기술 개발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초 기
술은 확보되어 있어 응용을 통한 적용이 용이함. 

추진 당위성 확보 
논리

- 희토류 재활용 실증화 및 사업화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폐자원 해체/분
리와 전처리를 통해 폐제품으로 부터 희토류를 농축하여 자원화 하는 
기술이 선행적으로 확보되어야 함.

-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희토류를 폐자원에서 확보함으로써 희
토류 소재 국내 수급 안정화 및 자원 선순환 구조 확립이 가능함.

○ 통합과제 I: 고효율 희토류 재활용 기술 기반 핵심장치 국산화 제작기술 개발

필요성

- 국내에서 고효율 희토류 재활용을 위한 장치 개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며 세계적으로도 재활용 장비 시장을 선점하는 국가 및 기업이 
없어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가능함.

- 희토류 재활용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핵심기술 기반 고성능 
장치의 도입이 필수적이나, 현재 국내 희토류 재활용 국산화 장비가 
없어 개발이 필요한 상황임.

추진 가능성

- 희토류 재활용 핵심기술 개발과 연계하여 장치 설계/제작 시 국산화 
성공의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함.

- 고효율 재활용 장치 국산화를 통해 국내 재활용 산업 활성화와 더불
어 세계 재활용 장치 시장 선점이 가능함.

추진 당위성 확보 
논리

- 희토류 재활용 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국내 원료 수급률 개선을 위해
서는 핵심기술 확보와 함께 고성능 장치 국산화가 이뤄져야함.

- 희토류 재활용 핵심장치 국산화는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 향상 및 제
품 개발을 촉진시키고 국내 금속 재활용 산업 전반에 파급력이 상당
할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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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과제 II: 산업용 폐자원으로부터 희토류 금속회수 공통핵심기술 기반 오픈형 재활용 

플랫폼 구축 및 운영기술 개발 

필요성

- 기존 희토류 재활용 분야 정부 R&D의 경우 사업 수행기관만이 결과물을 독점
하는 문제점으로 인해 미참여 기업 또는 타분야로 이전‧확산이 미흡한 실정임.

- 정부차원에서 공공성을 갖는 오픈형 플랫폼 개발 및 기업지원 체계를 구축하
여 희토류 재활용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추진 가능성

- 폐자원에서 희토류를 회수하는 공정의 경우 폐자원의 성상에 따라 적용되는 
기술이 상이할 수 있으나, 전처리를 제외한 후단의 농축, 선별, 추출, 정련 기
술은 플랫폼화가 가능함.

- 오픈형 재활용 플랫폼을 활용해 국내 기업들에게 재활용 기술컨설팅, 실증 테
스트 등을 지원하게 되면 실험실 규모에서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 불확실성에 
대한 기업투자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음.

추진 당위성 
확보 논리

- 희토류 재활용 산업 진출 및 사업화 성공에는 높은 기술적/경제적 장벽이 존
재하며, 대부분의 재활용 업체들은 규모가 영세하므로 오픈형 재활용 플랫폼 
활용을 통해 기술 및 실증테스트를 지원 받음으로써 사업화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음. 

○ 추진 방향
- 기본 방향

 → 폐자원 내 희토류 소재 재활용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및 오픈형 희토류 재활용 플랫폼 

구축/운영

 → 폐자원 내 희토류 소재 재활용을 위한 전처리 기술과 희토류 금속회수 공통핵심기술 개

발 및 고효율 희토류 재활용 장비의 국산화 

 → 공통기술 기반 파일롯 플랜트 구축 및 ICT/IoT 적용 스마트 관리 시스템 개발

 → 경제성/환경성을 고려한 국내 희토류 재활용 산업 활성화를 위한 오픈형 플랫폼 구축

 → 수요기업 기술지원을 통한 희토류 자원순환 기업의 사업화 역량 강화

나. 장비구축 및 연계활용 전략

○ 폐자원 전처리 및 희토류 농축 설비 구축 계획

번호 공정 및 장치명 주요기능 주요설비

1 해체ㆍ분리 장치
산업용 폐 제품으로부터 희토류 

함유 부품 해체ㆍ분리
비전인식 장치, 제품 이송 시스

템 등

2 파ㆍ분쇄  장치 희토류 함유 부품의 미세화
Jaw crusher, Gyratory crusher, 
Cone crusher, Hammer crusher 

, Cut mill, Shredder 등

3 선별/농축 장치 희토류 소재 선별 및 농축
자력선별, 비중 선별, 입도 선
별, 부유 선별, 풍력 선별, 광학 

선별 등

4
스마트 관리 시스

템
전처리 플랜트 통합 운영

게이트웨이, 모니터링 시스템, 
센서, HMI/PLC, EMS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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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토류 재활용 플랜트 설비 구축 계획

번호 공정 및 장치명 주요기능 주요설비

1 침출 장치
전처리된 폐자원 분말로부터 희

토류 이온화
항온 침출조, 여과기

2 추출 장치
침출 용액으로부터 희토류 이온 

추출
원심분리형 용매추출 장치

3 금속 회수 장치
전기화학 공정 기반 고순도 희토

류 금속 회수
전해채취/전해정련 장치

4 침전 장치 침전을 통한 희토류 화합물 회수 반응조, 여과기

5 소재화 장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소재 합성 E-beam 고순도화 장치

6 스마트 관리 시스템 재활용 플랜트 통합 운영
게이트웨이, 모니터링 시스
템, 센서, HMI/PLC, EMS 등

○ 추출 대상 희토류

- 촉매, 자석, 형광체, 광학유리, 이차전지 등의 폐자원에 함유되어 있는 전체 희토류 금속을 

대상으로 함

[표 7-2-1] 추출대상 희토류 금속

희토류 구분 희토류 종류

Light Rare Earth Elements(輕희토류) La, Ce, Pr, Nd

Mid Rare Earth Elements(中희토류)  Pm, Sm, Eu, Gd

Heavy Rare Earth Elements(重희토류) Tb, Dy, Ho, Er, Tm, Yb, Lu,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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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체계 및 사업비

가. 사업 추진체계

과제유
형

과제명
주관
기관

참여
기관

비고

개별
다양한 산업 발생 폐자원 전처리 및 희토류 농축
자원 확보 기술 개발

제한 없
음

제한 없
음

통합

(통합 I) 고효율 희토류 재활용 핵심장치 국산화 
제작기술 개발

 - (세부 I) 산업용 폐제품으로부터 희토류 농축자
원 분리/선별 국산화 장치 개발

 - (세부 II) 고효율 원심분리형 용매추출 장치 국
산화 기술 개발

 - (세부 III) 에너지 절감형 희토류 금속 회수 및 
고순도화 시스템 국산화 기술 개발

기업
제한 없

음

(통합 II) 산업용 폐자원으로부터 희토류 금속회수 
공통핵심기술 기반 오픈형 재활용 플랫
폼 구축 및 운영기술 개발

 - (세부 I) 희토류 금속회수 공통기술 기반 오픈
형 파일롯 플랜트 구축 및 운용기술 개발

 - (세부 II) 재활용 희토류 금속의 고부가가치 소
재화 기술 개발

 - (세부 III) 오픈형 희토류 재활용 플랫폼 및 기
업지원 체계 구축기술 개발

비영리 
기관

제한 없
음

세부 I은 지
자체 매칭 

필수

나. 사업기간 및 사업비

○ 사업기간: 5년 이내

○ 총 사업비: 780억원 이내 (정부출연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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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희토류 재활용 공정 평가

1. 환경성 평가 

가. 평가 기법

○ 환경성 평가 중 본 연구주제에 가장 적합한 일반적 기법은 (물질흐름분석을 포함한) 전

과정평가 및 처리/사후관리방안 선행평가와 더불어 환경위해성평가를 고려해 볼 수 있음

- 가장 Critical한 기법으로 생각되는 환경위해성평가는 크게 –유해성(독성)평가 –용량/반응평

가 –노출평가 –위해성 산정으로 분류됨

- 유해성(독성평가) 

 → 독성/유해성평가는 희토류나 희토류 관련 물질(생산물 혹은) 부산물의 독성이나 유해성을 

확인하는 과정인데 실측(물벼룩 등을 통한 독성평가)이나 문헌을 통해 유해성분 종류나 

정도를 분석함

- 용량/반응평가

 → 유해성 혹은 독성이 확인되면 해당 물질시료의 시험동물체(수용체)내로의 노출(투여량) 변

화에 따른 악영향 여부를 관측함

 → 노출용량이 어느 정도로 감소할 때 악영향이 발생하지 않는지(비발암성의 경우 악영향 무

관찰량) 혹은 기준치 이하로  발생(발암성의 경우 발암 가능성 10-6~10-4 이하)하는지를 

규명함

- 노출평가

 → 노출평가에서는 다양한 환경매체를 통해 수용체가 유해물에 노출되는 정도를 추정하며 

노출경로, 노출강도, 노출기간/빈도 등을 추정하여 정량화함. 환경오염 관련 다양하고 심

도 있는 평가 작업이 요구됨. 노출평가까지 완료되면 수용체내 노출량 및 노출정도가 어

떤지 예측 가능함.

- 위해성 산정

 → 마지막 단계에서 위해도를 산정하여 해당 물질이 수용체내 위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

정함. 위해성의 판정 지수로는 예를 들면 비발암성 물질의 경우 유해지수(Hazard 

Quotient: HQ)가 많이 사용됨

 → 유해지수(HQ) 값이 1 보다 작은 경우 비발암성 위해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반면, 그 반대

의 경우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판단함

 → 발암성의 경우 노출평가에 의해 산출된 노출량에 적절한 계수를 곱하여 발암가능성을 산

정하는데 발암가능성이 10-6 이면 보통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간주함

 → 위해성 평가는 원칙적으로 상기 과정으로 완료되나 필요에 따라서 위해도 저감 및 사후

관리방안 등 후속조치에 대한 선행평가도 추가 고려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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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새로운 유형의 재활용이나 환경매체와 직접 접촉하는 

일정규모 이상 재활용의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하고 

예방. 제거 방안, 재활용 기술의 적합성 등을 평가하는 재활용 환경성 평가제도가 있음

(2016년경 신설)

- 평가 대상은 크게 매체 접촉형 재활용과 비매체 접촉형 재활용으로 구분됨. 전자는 폐기물

이나 폐기물+토양 같은 혼합물질을 토양·지하수·지표수 등에 접촉시켜 복토재·성토재·

도로기층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유형을 포함함. 후자는 상기 자연매체와 접촉하지 않는 재

활용 유형을 포함함

- 상기 평가는 유해물질 함량 등에 대한 평가나 매체 접촉 시 상향류 두수 유출시험 및 모델

링을 통한 오염영향 시험 등이 위해성 평가의 유해성평가 및 노출평가 과정과 유사하나 재

활용물질이 사용되는 현장조사나 현장 적용성, 재활용품 관리기준 및 사후관리 적절성 등

이 추가되어 있음

- 이상의 재활용환경성평가는 환경오염의 양상을 매체 접촉 시 환경매체를 토양, 지하수 및 

수계로 한정시켰다는 문제가 있음

- 실제 환경오염양상은 먼지나 가스 등 대기를 매체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다반사여서 대기-

수질-토양-폐기물- 실내작업환경 등 모든 매체를 포괄하는 다매체 환경위해성평가를 수행

하고 여기에 처리 및 사후 관리방안에 대한 평가를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 이전 물질흐름에 기반 전과정평가도 고려해야함

나. 희토류 재활용 공정 환경성 평가

○ 희토류 재활용 공정 환경성 평가는 우선 재활용 공정에 투입되는 희토류 포함 폐자원과 

최종생산품(재활용 희토류)과 생산을 위해 소모되는 중간재나 자원투입(용수/전력 등) 등

을 가능한 다양하게 포괄하는 것이 바람직함.

- 환경성에 관련된 모든 항목을 전부 포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함

 → 희토류 재활용 공정에서 다량 배출된 오염물질 중 환경적으로 가장 유해성이 큰 Target 

물질을 선정, 관련 정보(유해정보, 배출원, 노출경로 등)를 취합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Target 물질의 유해성 평가

 → Target 물질의 유해성을 문헌 혹은 동물실험 등을 통해 파악

- Target 물질의 용량/반응 평가

 → Target 물질이 수용체에 직접 접촉 시 노출용량에 반응을 (문헌조사 혹은 동물실험 등을 

통해) 평가

- Target 물질의 노출경로 파악 및 노출평가 

 → 환경적 측면에서 가장 다양하고 많은 메카니즘이 고려되는 작업이며 Target 물질의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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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배출원 위치 및 배출공정 파악 그리고 Target 물질의 배출이후 수용체 까지 환경매체

를 통한 전달노출경로를 파악함(희토류 노출경로의 경우 아래 [그림] 참조)

- 수용체에 노출되는 강도와 빈도를 평가함

 → 재활용공정 전 과정에 거쳐 Target 물질의 배출공정과 배출량 그리고 배출원 위치를 철

저히 파악하기 위해 전 과정 평가 기법을 연동할 수 있음

 → 전달거리가 짧고 노출빈도/강도 및 심각성이 가장 높은 노출경로(예를 들어 재활용공정이 

포함된 시설 내 실내공기를 통해 Target 물질에 작업자가 노출)를 우선적으로 노출평가에 

포함시키고 우선순위에 따라 노출경로 및 노출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예를 들어 

Target 물질이 실외대기 등으로 배출되어 인근주민이나 농작물에 흡수)

- 상기 유해성, 용량/반응 및 노출평가를 토대로 Target 물질의 위해도 산정

- 필요시 Target 물질의 적용현장, 처리 및 사후관리 방안조치 선행 평가

○ Target 유해물질에 대한 위해성평가(전과정평가 등과 연동)가 완료되면 다른 발암성/비발

암성 유해물질을 대상으로 환경위해성 평가를 지속하도록 하고, 위해성평가가 완료되면 

전과정평가 등에 의거, 재활용공정 전체에 소모되는 용수나 전력 같은 자원투입량 등을 

추가로 고려하여 이에 수반되는 오염물질 발생 및 환경적 측면에서의 처리/관리부담을 

산정하도록 함

- 전 과정 평가 시 주요 Target 물질이나 주요 자원에 대한 올바른 물질흐름분석이 선행되어

야 하며 이때 특히 폐기/재활용 과정에서의 환경오염에 주의하도록 한다.



- 201 -

[그림 7-3-1] 희토류의 전체 흐름에 따른 노출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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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성 평가

가. 평가 기법

○ 희토류 함유 폐자원 중 희토류 회수를 위한 경제성 평가법은 희토류 함량을 이용한 방

법, 희토류 수요, 공급 변화를 이용한 방법 등이 있음

- 희토류 함량을 이용한 방법

 → 유용금속 성분의 함량, 가격 및 폐자원 발생량을 확인하여 단순히 포함된 유용금속성분의 

함량에 대한 계산을 통해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

 → 단순 계산을 통하여 가치를 평가 할 수 있으나, 세부사항이 포함되지 않아 실질적인 경제

성 평가가 어려움

- 희토류 수요, 공급 변화를 이용한 방법

 → 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희토류 원소의 수요 및 공급량 변화에 따라 희토류 원소를 분류 

후 그룹별 희토류 함량을 확인하여 개발 가능성을 평가하는 방법

 → 산업에서 주로 사용되는 희토류 성분을 분류하고 이에 따른 평가가 용이한 장점이 있으

나 각 원소별 가격, 회수공정 및 효율 등의 면밀한 평가 조건이 없는 단점이 있음

 

[그림 7-3-2] 희토류 수요, 공급 변화를 이용한 방법

- TEA(Techno-economic analysis) 방법

 → 산업화 되지 않은 기술의 경제성 평가법으로 경제성을 평가하기 전 초임계 추출공정의 

모델을 적용 하며, 공정 변수(희토류의 수율, 희토류 함량, 반응기 크기, 시약 요구량과 시

약 가격)들에 대한 각각의 시나리오를 검토하여 평가함

 → TEA 방법은 상세한 부분까지 검토 및 제시하여 실제 산업에 적용하기에 적절하다지만, 

희토류 회수를 위한 농축, 회수 공정과 산업에서 수요가 높은 원소에 대한 보완도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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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3-3] TEA(Techno-economic analysis)

- 공정변수에 의한 경제성 평가 방법

 → 기존 회수 공정의 단점을 보완하여 경제성 부분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험 변수를 조정하

여 최적 조건의 회수 공정 확보 및 이에 대한 평가법임

 → 회수 공정의 조건별 비용 모델을 구축하여 경제성 분석을 실시한 후 실제 산업 규모에 

적용할 수 있는 최적조건을 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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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희토류 재활용 공정 경제성 평가

○ 희토류 재활용 공정 경제성 평가는 우선 바람직한 평가 방법을 선정해야 함

○ 재활용 공정에 대한 특정화가 되지 않아 공통 기술인 침출공정 및 용매추출 공정을 기

준으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폐자원 역시 다양하여 폐자원 및 함유 원소를 한정 짓지 

않고 폐자원 일반적인 품위(순도) 기준으로 평가함

○ 폐자원 품위는 고상 스크랩 25% 기준, 폐액 1,500 ppm 기준으로 하며, 폐자원 내 유가금

속으로 인한 경제적 가치는 200,000 원/kg으로 설정함

- 침출공정에 대한 경제성 평가

 → 연간 매출액: 9,500,000,000 원

 → 고상의 스크랩 품위 25%, 폐자원 확보 Capacity 200,000 kg/년, 폐자원 경제적 가치 

200,000 원/kg, 회수율 95%를 적용하여 연간 매출액을 추산함

- 고정비: 785,412,090 원

 → 관리직 인건비, 제조인건비, 4대보험 등 기타 경비, 감가상각비(건물, 설비, 차량), 금융비

용, 월경상경비 등을 적용 하여 고정비를 추산함

 → 제조 인건비의 경우 특급기술자 9,253,700(일370,148), 중급기술자 4,987,750(일199,510), 초

급기술자 4,384,325(일175,373)를 기준으로 함

구분 적용
단
위

단
가

월지출비용 연간지출금액 산출근거 비고

고정비 관리직인건비 3명 　 18,625,775 223,509,300 관리직급여 　

고정비 제조인건비 5명 　 15,000,000 180,000,000 　

고정비
4대보험 등 기

타경비
　 　 10,087,733 121,052,790 

인건비의 
30%

　

고정비
감가상각비(건

물)
　 　 　 16,250,000 　

40년 정액상
각

고정비
감가상각비(설

비)
　 　 　 12,600,000 　

15년 정액상
각

고정비
감가상각비(차

량)
　 　 　 12,000,000 　 5년 정액상각

고정비 금융비용 　 　 　 100,000,000 
차입금20억

*0.05
년리5%

고정비 월경상경비 　 　 10,000,000 120,000,000 　 　

소계 785,412,090 　 　

 → 변동비: 8,285,160,000 원

 → 변동비의 경우 스크랩 구입비, 약품비, 운전비, 폐기물처리비를 적용, 추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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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적요 단위 단가 월지출비용 연간지출금액 비고

변동비 스크랩 구입비 월 16,667 kg 40,000 666,680,000 8,000,160,000 　

변동비 약품비 　 10,000,000 10,000,000 120,000,000 　

변동비 운전비용 　 10,000,000 10,000,000 120,000,000 　

변동비 폐기물처리비 월 25톤 150,000 3,750,000 45,000,000 　

소계 8,285,160,000 　

 → 비용 총계: 9,070,572,090 원

 → 비용총계는 고정비와 변동비를 합하였으며, 총 9,070,572,090 원으로 추산됨

 → 법인세차감전소득금액(소득율): 429,427,910 원(4.52%)

 → 법인세차감전소득금액은 연간 매출액에 비용 총계를 차감한 금액으로 429,427,910 원으로 

추산되었으며, 법인세(주민세포함) 79,721,554 원을 차감하였을 경우 349,706,356 원이 

추산됨

 → 침출공정의 원가 구조의 핵심은 스크랩 구매 단가 및 폐자원 품위임.

 → 침출공정 시설비: 2,890,000,000 원

 → 침출 공정의 플랜트 구축비를 추산하기 위하여 토지, 설비를 적용하여 계산하였으며, 상

세내역에는 1,000평 토지 구입비, 침추시설, 주조시설, 약품주입시설, 공장동 300 평, 사무

동 50평, 토목공사, 운반차량이 적용 됨

구분 시설명 규격 수량 단위 단가 금액 비 고

토지 토지구입비 1000평 1,000 평 2,000,000 2,000,000,000 　

사업설비 침출시설 1t/d 2 식 50,000,000 100,000,000 　

사업설비 주조시설 1t/d 4 개소 10,000,000 40,000,000 　

사업설비 약품주입시설 　 2 식 20,000,000 40,000,000 　

사업설비 공장동 300평 1 식 300,000,000 300,000,000 　

사업설비 사무동 50평 1 식 150,000,000 150,000,000 　

사업설비 토목공사 1000평 1 식 200,000,000 200,000,000 　

사업설비 운반차량 1.5톤 트럭 2 대 30,000,000 60,000,000 　

소계 2,89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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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매추출공정에 대한 경제성 평가

 → 연간 매출액: 2,052,000,000 원

 → 용매추출공정 경제성 평가를 위해 폐자원 액상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액상 스크랩의 품위 

1,500 ppm, 폐자원 확보 Capacity 7,200 톤/년, 폐자원 경제적 가치 200,000 원, 회수율 

95%를 적용하여 연간 매출액을 추산함

 → 고정비: 929,112,090 원

  → 추산 변수는 침출 공정과 동일하며, 관리직 인건비, 제조인건비, 4대보험등 기타 경비, 

감가 상각비(건물, 설비, 차량), 금융비용, 월경상경비 등을 적용 하여 고정비를 추산함

구분 적요
단
위

단
가

월지출비용
연간지출금

액
산출근거 비고

고정비 관리직인건비 3명 　   18,625,775 223,509,300 관리직급여 　

고정비 제조인건비 5명 　   15,000,000 180,000,000 　

고정비
4대보험 등 기타

경비
　 　 10,087,733 121,052,790 

인건비의 
30%

　

고정비 감가상각비(건물) 　 　 16,250,000 　
40년 정
액상각

고정비 감가상각비(설비) 　 　 48,300,000 　
15년 정
액상각

고정비 감가상각비(차량) 　 　 120,000,000 　
5년 정액
상각

고정비 금융비용 　 　 100,000,000 
차입금20억

*0.05
년리5%

고정비 월경상경비 　 　 10,000,000 120,000,000 　 　

소계 929,112,090 　 　

 → 변동비: 1,032,000,000 원

 → 변동비의 경우 스크랩 구입비, 약품비, 운전비, 폐기물처리비를 적용하여 추산하였음

 → 침출공정과 달리 스크랩 구입비가 -(마이너스)로 위탁처리비/폐기물 처리비 등의 형태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임

구분 적요 단위 단가 월지출비용 연간지출금액 비고

변동비 스크랩 구입비 월 600톤 -40,000 -24,000,000 -288,000,000 　

변동비 약품비 　 10,000,000  10,000,000  120,000,000 　

변동비 운전비용 　 10,000,000  10,000,000  120,000,000 　

변동비 폐기물처리비 월 600톤 150,000   90,000,000  1,080,000,000 　

소계 1,03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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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용 총계: 1,961,112,090 원

  → 비용총계는 고정비와 변동비를 합하였으며, 총 1,961,112,090 원으로 추산됨

 → 법인세차감전소득금액(소득율): 90,887,910 원(4.43%)

  → 법인세차감전소득금액은 연간 매출액에 비용 총계를 차감한 금액으로 90,887,910 원으로 

추산되었으며, 법인세(주민세포함) -2,205,126 원을 차감하였을 경우 93,093,036 원이 추

산됨

 → 용매추출의 원가 구조의 핵심은 위탁 처리비/폐기물 처리비로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

으며, 폐자원의 농도가 높을수록 수익을 높일 수 있음

 → 용매추출 공정 시설비 : 3,940,000,000 원

  → 용매추출 공정 플랜트 구축비를 추산하기 위하여 침출공정과 동일한 방법으로 추산하였

으며, 용매추출시설, 전해채취시설 등을 적용함

구분 시설명 규격 수량 단위 단가 금액 비 고

토지 토지구입비 1000평 1,000 평 2,000,000 2,000,000,000 　

사업설비 용매추출시설 20톤/d 2 식 250,000,000 500,000,000 　

사업설비 전해채취시설 100 kg/d 5 개소 30,000,000 150,000,000 　

사업설비 약품주입시설 　 2 식 20,000,000 40,000,000 　

사업설비 공장동 300평 1 식 300,000,000 300,000,000 　

사업설비 사무동 50평 1 식 150,000,000 150,000,000 　

사업설비 토목공사 1000평 1 식 200,000,000 200,000,000 　

사업설비 운반차량
25톤 탱
크로리

2 대 300,000,000 600,000,000 　

소계 3,94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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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해외 희토류 관련 
기술개발 현황

제1절 기술개발 추진배경  

제2절 기술개발 현황     

제3절 기술개발 내용     



- 209 -

8 해외 희토류 관련 기술개발 현황
제1절 기술개발 추진배경

1. 국내외 희토류 기술개발 및 정책 동향

가. ‘10년 중국의 희토류 외교 분쟁의 무기로 사용

○ ‘10년 중국이 일본을 향해 희토류 금지 조치 취하면서 희토류 가격이 곱절로 오르며 

일본의 첨단 제조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힘

○ 일본은 희토류 함유 폐자원의 재활용으로 이를 극복하고자 함

○ 미국은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를 우려해 대응 조치를 취함

나. ‘20년 중국의 희토류 수출을 통제할 수 있는 ‘수출통제법’ 시행

○ ‘20년 12월 희토류 수툴을 통제할 수 있는 내용의 수출통제법을 시행 1월 15일 초안을 

발표하는 등 희토류 자원을 무기화하고 있어 미국에서는 희토류 공급망을 점검

○ 또한, 중국의 환경오염을 문제로 삼아 희토류 생산을 일부 중단하여 희토류 가격 폭등

다. 일본기업의 대체소재 개발 및 재활용 기술 

○ ‘10년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에 따라 일본기업들은 희토류 양을 줄이고 재활용을 강화

○ 도요타는 네오디뮴 사용을 줄이고 고온에서도 자력이 손상되지 않은 신형 자석을 만들

었으며 니혼덴산은 희토류가 원료가 되는 영구자석을 아예 사용하지 않는 모터를 개발

○ 미쓰비시 머티리얼은 가전제품의 모터에서 네오디뮴 등 희토류를 사용한 자석을 회수하

는 기술을 개발

라. DOE 에너지 보안 전략-2016

○ 에너지용 석탄 수요는 세계 화석에너지 수요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

후 에너지 수요 증가는 주로 비-OECD 국가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신흥국을 중심으로 저탄소 에너지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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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U.S DOE – 핵심 요소 전략-2010~2011

○ 5 개의 희토류 원소 (REEs) 

- 디스프로슘, 테르븀, 유로퓸, 네오디뮴 및 이트륨

- 해당 5개 희토류는 단기간에 대체가능 기술확보가 어려움

○ REE 확보를 위한 DOE R&D 전략은 3가지 영역에서 계획됨

- 공급선(공급망) 다변화 

- 대체소재 및 대체기술 개발

- 재활용률 개선

사. U.S DOD - 국방에서의 희토류 요소-2012

○ 미국은 희토류 원소를 함유한 제품의 주요 소비국임. 이러한 요소는 상업용 및 국방용 

응용 프로그램과 함께 많은 정교한 기술에 포함됨

○ 이 보고서는 미 국방부 (DOD) 무기 시스템에 사용되는 희토류 원소, 현재 문제가 되는 

감독 문제 및 의회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됨

○ 의회의 일부 회원국은 방위 무기 시스템의 다양한 구성 요소에 사용되는 희토류 원소로 

구성된 희토류 물질의 안정적인 확보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음

아. U.S DOD – 백악관 보고-2014

○ 동봉 된 보고서에 따르면 희토류 원소에 대한 재활용(확보)기술은 현재 상황에서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음

- 국방부는 물질 수요와 공급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위험을 평가하고, 희토류 물질 공

급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완화 옵션의 이점과 비용을 고려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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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기술개발 현황

1. 희토류 도시광산

가. 국외 도시 광산 현황

○ 일본의 도시광산 현황

- 일본의 스미토모 금속 공업은 희토류 자석 제조를 위한 세계적인 재활용 기술을 확보했다. 

스미모토 사에서는 Nd 자석 스크랩(본드, 자석, 소결 자석, 공정 스크랩 등) 및 회수된 폐기

물을 사용하여 잉곳을 얻는 재활용 기술을 개발 고형 폐기물의 경우 전체적으로 자성체의 

탈자 및 박리 – 도금 층의 제거 - 분쇄 - 탈형 – 칼슘환원 - 증류수 세정 - 펠릿화 - 재 

융해의 공정 이용, 입상 폐기물의 경우 물/이물질 제거 - 탈탄 - 칼슘 수화물의 환원 - 증

류수 세정 - 펠릿화 - 재 용해 처리로 이루어진 건식 산화 환원법을 개발

- 일본의 산업기술 연구소는 Nd 자석을 약 300℃로 가열한 후 특수 분쇄법을 활용하여 95% 

이상의 고품질 자성체 합금을 회수하는 기술을 개발

-  와카야마 대학에서는 전화 스피커, 에어컨 컴프레셔 모터, 하이브리드 자동차 모터 등에서 

사용된 Nd-Fe-B 물질로부터 희토류 원소는 융매 추출하고, 나머지 물질은 별도의 화학반응

을 통해 분리하는 기술을 개발 

- 일본은 디스플레이로부터 형광체를 회수하기 위해 산화 성분을 첨가하여 유리화한 후, 산 

침출 기술을 이용하여 희토류 금속을 추출하는 연구가 진행 중 

- JOGMEC은 “희토류 원소 희토류 재이용 기술 개발을 위한 재활용 기술 개발 사업”을 수

행하고 있으며, 이 연구의 목표는 폐형광체 스크랩으로부터 Eu, Tb 등의 희토류 원소를 회

수하는 것임 또한, 2011년부터 디스플레이 연마에 활용되는 산화세륨의 재활용 기술개발을 

시작하였으며, 산 침출 기반의 기술을 배제하고, 폐슬러리의 응집, 분산기술의 조합을 통해 

연마재 재활용에 성공하여 실제 공정에 적용하고 있음 

2. 석탄재 재활용 

가. 개요

○ 거대한 양의 석탄 연소 재가 세계적으로 저장되고 있음

○ 2008년 12월, 고체 폐기물 수용 지역에서 11억 갤런 (420만 m3)의 석탄회 슬러리가 유출

되었음.

○ 석탄 자원 조사    

- 일부 퇴적토에는 희귀 원소의 경제적으로 가능한 농도가 포함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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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소 과정  

- 석탄회 폐기물에서 금속 농도가 농축됨

- 석탄에서 발견되는 농도의 몇 배에 달함

○ 석탄재의 전략적 금속 농도 범위  

- 광물 광석과 비슷

- 석탄재는 금속 회수가 가능한 자원

○ 2012 Seredin and Dai : 희토류 회분 함량    

- 미국, 중국, 러시아 석탄 공급원   

- 미네랄 광상의 침전물 범위 내의 농도를 포함  

○ 석탄재로부터의 초기 금속 회수    

- 광석 처리보다 더 효율적

나. U.S DOE – 의회 발표(2017)

○ 미국 에너지 성 (DOE)은 석탄과 석탄 부산물로부터 REE (Critical Minerals) 및 희토류 

원소 (REE)에 자금을 지원

○ 아직 희귀한 지구의 공급 위험은 2025년까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

다. Coal Fly Ash의 CO2 이용 및 재생 에너지의 결합– USA
○ 미국은 연간 7천만 톤의 새로운 플라이 애쉬를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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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실 조사에서 Neumann Systems Group (NSG)은 일부 REEs 및 99% CaO 추출물에서 

11개의 희토류 원소 중 60 % 가까이를 성공적으로 추출

○ 2013년부터 NSG는 Single Process Train Plant에서 연간 14,000톤을 생산할 계획

○ 14개의 희토류 원소가 수은 및 비소와 같은 유해 물질의 동시 제거와 함께 회수됨

- 추출 된 금속은 플라이 애쉬 톤당 400 달러에서 750 달러 사이

○ 기본 추출 공정 및 초임계 이산화탄소 (ScCO2) 및 공용 매 추출 공정

○ 스칸듐과 이트륨은 초임계 이산화탄소 (ScCO2) 추출 공정에 의해 함께 선택적으로 제거됨

○ 콜로라도에 소재한 노이만 시스템 그룹 (Neumann Systems Group)은 첨단 엔지니어링 및 

제조 역량으로 가장 잘 알려진 회사로서 희토류 시장 진출을 위해 비산회 (fly ash)에 초

점을 옮겼다고 발표

라. Neumann System Groups Utilization Pathway of Industrial Waste - USA

○ NeuStream 오염 제품에 TM : 550MW 석탄 화력 발전소

○ Neumann System Group은 산업 폐기물 사용을 위한 기술 흐름 시트를 개발



- 214 -

3. 희토류

가. 석탄 형성

나. 희토류 원소 원산지 석탄

전세계 REE + Y 평균 석탄 매장지에서의 희귀 금속 유전적 유형

- 68.5 ppm for 전세계 석탄

- 404 ppm for 전세계 석탄회 

(1) Terrigenous(지상에 생긴) type  지상 수역으
로부터

(2) Tuffaceous(응회암) type  흙 및 알칼리성 화
산재

(3) 침투 또는 유성 지하수 

(4) Exfiltration(누수) type ß 열 및 냉기가스가 
포함된 미네랄 워터 및 다양한 기원의 격렬한 유

체의 상승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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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석탄 유역으로 REE를 도입하는 메커니즘

○ 300ppm 이상의 REE 샘플을 제거하면 두 개의 명확한 모집단 또는 하위 그룹이 나타남.

- REE 대 알루미늄 제어가 두 가지 다른 광물 학적 또는 지구 화학적 제어로 인한 것일 수 

있음을 알 수 있음

- 이 부분은 이 보고서의 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이후의 연구에서 추가로 조사해야 할 필요

가 있음

○ 재 함량 (STDASH)이 증가하면 석탄 표본의 알루미늄 및 실리카 함량도 증가함. 총 REE

와 STDASH 사이의 관계가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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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미국의 석탄 유역에서의 희토류 함유량 평가 (2015)

○ Coal Qual Database는 전체 석탄층에서 REE 농도를 측정

○ 총 희토류농도 (REE)는 각각의 경희토류 및 중희토류를 합한 농도 (ppm)임

마. 석탄 퇴적물과 희토류(2016)

○ Coal seams의 REE 성분에 대해 검토

○ 퇴적암은 원재료의 물리적 및 / 또는 화학적 부식으로부터 REE를 축적함

○ 466 개의 현장 샘플 수집하여 > 300 ppm REE를 갖는 192 샘플과 일부 > 600 ppm REE

를 갖는 샘플을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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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발전소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주요 REE

○ 전기 및 전자 장비 (EEE)는 구리, 주석, 안티몬, 인듐, 루테늄 및 희토류의 세계 광산 생

산량의 40 % 이상을 소비함

○ 휴대 전화 및 컴퓨터가 금과 은 4%, 팔라듐 및 코발트 20 %를 차지함

- 광산 폐기물 : 많은 양의 기술 금속으로 지층에서 인위적으로 퇴적 된 "도시 광산 (URBAN 

MINE)"으로의 대규모 이동됨

- 석탄 발전소 폐기물 - 석탄 플라이 애쉬, 바닥 애쉬, MSWI 바닥 애쉬 및 플라이 애쉬 샘플

로부터 희귀물질 회수

- 경량 플라스틱 - 자동차> PGM 광산 생산량의 60 %가 자동차 촉매제로 사용되어 전자 제품 

( "컴퓨터 온 휠") 및 경금속

사. U.S NETL 지원, 현재 석탄회의 희토류 재생을 위한 프로젝트(‘19~’16)

No. 프로그램 명 협동 기관/수상 번호 기간과 예산 

1
고급  분리 공정을 사용한 미국의 

석탄 및 석탄 부산물 

Marshall Miller & Associates, 
Inc

FE0029956 

2017.09.01.-2019
.05.31.

$1,250,000 

2
석탄 채광 폐기물에서 희토류 원소 

회수
Inventure Renewables, Inc.

FE0030146 

2017.09.01.-2019
.05.31.

$1,250,000 

3 탄광 배수로에서 희토류 원소 회수
West Virginia University 
Research Corporation 

FE0026927 

2016.03.01.-2019
.06.30.

$4,339,414  

4
노스 타코타 석탄 관련 공급 원료에

서 희토류 원소 추출 조사
University of North Dakota 

FE0027006 

2016.03.01.-2019
.12.31.

$4,464,347 

5
석탄재에서 희토류 원소의 높은 수

율과 경제적인 생산
Physical Sciences, Inc. 

FE0027167 

2016.03.01.-2020
.03.31.

$8,750,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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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급 분리 기술을 사용하여 석탄 및 
석탄 부산물에서 희토류 광물 및 원
소 추출을 위한 집적 회로의 파일럿 

규모 테스트

University of Kentucky 
FE0027035 

2016.03.01.-2020
.03.31.

$8,820,009 

7
석탄 관련 물질에서 희토류를 분리
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 및 프로세스 

평가

Los Alamos National Laboratory 
FWP-FE-810-17-FY17 

2017.08.01.-2020
.09.30.

$1,000,000 

8
석탄 관련 재료에서 희토류의 레이

저 기반 분석 평가
Los Alamos National Laboratory

FWP-FE-781-16-FY17 

2017.10.25.-2020
.10.24.

$1,000,000 

9
석탄 부산물로부터 희토류 회수의 

생체 흡착 적용

Lawrence Livermore National 
Laboratory 

FWP-LLNL-18-FEW0239 

2018.03.01.-2021
.02.28.
$950,000

10
 석탄에서 가치가 높은 중요 희토류
의 회수를 향상시키기 위한 저온 플

라즈마 처리

University of Kentucky 
FE0031525 

2017.11.16.-2019
.05.15.
$404,969

11
석탄과 관련된 점토 및 셰일에서 중
질 및 임계 희토류의 회수를 위한 
비용 효율적인 추출 공정 개발

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and State University 

FE0031523 

2017.11.16.-2019
.05.15.
$500,000

12
산성 광산 배수 슬러지에서 저비용 

희토류 회수
Research Triangle Institute

FE0031483 

2017.11.20.-2019
.05.19.
$500,000

13
저등급 석탄 비산재로부터 희토류의 
경제적 추출 및 회수와 청정 부가가

치 제품 생산

University of North Dakota
FE0031490 

217.11.16.-2019.
05.15.

$508,812 

14
버려진 광산 매립을 통해 석탄 연소 
부산물을 사용하여 산성 광산 배수

로의 희토류 원소 농축

Ohio State University
FE0031566 

2017.12.01.-2019
.04.30.
$528,700

15
석탄 기반 자원에서 희토류 원소의 
경제적 추출, 회수 및 업그레이드

University of Utah
FE0031526

2017.11.16.-2019
.05.15.
$499,000

16
석탄 비산재에서 희토류와 결합 된 
열수 추출 및 리간드 관련 유기 실

리카 매체 회수

Wayne State University 
FE0031565 

2018.03.15.-2019
.09.14.
$518,849

17
새로운 전기 채취 공정을 통해 석탄
재에서 고순도 희토류 원소의 회수

Battelle Memorial Institute
FE0031529  

2017.11.16.-2019
.05.15.
$874,940

18
탄광 배수에서 희토류 원소의 원천 

회수

West Virginia University 
Research Corporation 

FE0031524 

2017.11.16.-2019
.05.15.
$864,258

19
고농도 희토류 원소를 포함하는 미
국 국내 석탄 기반 자원의 샘플링, 

특성화 및 라운드 로빈 분석

University of North Dakota 
FE0029007 

2017.10.01.-2019
.04.30.

$1,499,580

20
석탄 및 석탄 부산물의 희토류 원소 
기술 경제 및 임베디드 수요 분석

National Energy Technology 
Laboratory – Research and 

Innovation Center 
FWP-RIC REE FY2016-2020 

2015.10.01.-2021
.03.31.

$11,868,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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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기술개발 내용

1. Products from Coal and Coal Byproducts in the U.S. Using Advanced 

Separation Processes 

Technology Partner : Marshall Miller & Associates, Inc 

Key Technology Area : Process Systems 

Project Partners : Cumberland Mine Services, Kentucky River Properties, Minerals Refining 

Company, Outotec USA, University of Kentucky, and 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and State University 

○ 1단계 프로젝트는 석탄 관련 재료를 식별하고 특성화하며 상업적으로 실행 가능한 기술

에 대한 경제 분석을 수행하여 석탄 기반 공급 원료에서 희토류 원소(REE)의 판매 가능

량과 순도를 산출

○ 애팔래치아에 물리적으로 위치하게 될 이 시설은 변화하는 공급 원료와 기술 업그레이

드를 수용할 수 있도록 쉽게 재구성할 수 있는 교환 가능한 모듈을 활용할 것이며 이 

과정에는 물리적 화학적 추출 과정이 모두 포함되며, 90-99%의 순도에서 하루에 최소 

10파운드의 희토류 산화물이 생성될 것으로 예상

○ 타당성 분석의 일환으로 파쇄/그라인딩, 자기농도, 부유방출 분석, 선택적 응집력, 침출력

/이온교환성, 용제 추출, 기계적 제수, 고형물 두께화 등 실험실 테스트가 수행

○ 실험실 테스트에서 얻은 데이터는 시험 시설을 설계하고 REE 복구 및 프로세스 비용을 

최적화하는 데 사용될 것이며 전반적으로, 이 타당성 조사는 통합 프로세스 시스템의 경

제적 매개 변수와 상업적 생존 가능성에 대한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

○ REE 제품 외에도 설비 원가를 상쇄하고 장기적인 경제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

는 판매 가능한 초경량 석탄 부산물도 공동 생산할 예정이며 이 1단계 프로젝트가 성공

하면, 설치, 현장 테스트 및 REE 복구 기술 평가를 포함하는 다음 단계 개발 단계로 이

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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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의 성공적 완성은 석탄과 석탄 부산물 흐름에서 희토류 제품을 비용 효율적이고 환경적

으로 수용 가능한 방식으로 회수할 수 있는 1세대 생산시설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결

과 REE의 안전한 국내 공급 원료를 제공하고 석탄 관련 일자리를 유지 또는 창출

2. Recovery of Rare Earth Elements from Coal Mining Waste Materials

Technology Partner : Inventure Renewables, Inc. 

Key Technology Area : Process Systems 

Project Partners : K-Technologies, Inc.;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and Texas Minerals 

Resources Corporation 

○ 1단계 프로젝트는 석탄 관련 물질을 식별하고 특성화하며, 희토류 원소(REE) 처리 및 정

화가 가능한 자급식 모듈식 휴대용 연속 교환/연속 크로마토그래피(CIX/CIC) 시험 공장에 

대한 기술경제 분석을 설계 및 수행

○ 프로세스는 화학적 처리와 물리적 이득 프로세스를 결합하여 과부하와 관련된 재료와 

같은 점토가 풍부한 공동 생산 석탄 물질에서 파생된 집중된 침출 주류 흐름과 석탄 솔

기 아래 또는 안에 있는 점토층을 제공

○ 농축 후 CIX/CIC 기법을 사용하여 REE를 분리하여 개별 요소로 정제하며, 이 프로젝트

는 또한 애팔래치아 석탄 퇴적물과 관련된 광업 및 처리 RE의 경제적 타당성을 결정 함

○ 1단계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REE 복구 기술의 설치, 현장 테스트 및 평가를 포함하는 다

음 개발 단계로 이어질 수 있음

○ 프로젝트의 예상 성과는 (1) 석탄 부산물로부터 매일 10파운드의 생산으로 판매 가능한 

RE의 생산, (2) 다용도 및 모듈화 기술 개발, (3) 광산 일자리의 보존, (4) 경제 실현의 경

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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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ecovery of Rare Earth Elements from Coal Mine Drainage

Technology Partner: West Virginia University Research Corporation

Key Technology Area: Process Systems

Project Partners: Rockwell Automation; Tetra Tech, Inc.; and 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and State University

○ 2단계 프로젝트에서 웨스트버지니아 대학과 파트너들은 산성 탄광 배수(AMD) 처리 중 

발생하는 고체 잔류물(슬러지)에서 희토류 원소(REE)를 회수하기 위한 비용 효율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프로세스를 개발 예정

○ 프로젝트는 탄광에서 발생하는 자생적 프로세스와 희토류를 침출시키고 집중시키는 관

련 미행 공정을 활용할 것이며 또한 2단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작동하는 벤치 스케일 유

닛을 제작하고 작동하여 시간당 3g의 희토류를 농축

○ 1단계에서는 특히 낮은 pH AMD에서 RE의 농도가 높아졌으며, 거의 모든 것이 AMD 슬

러지에 더 풍부한 전이 금속과 함께 침전된다는 것을 보여줌

○ 하이드로메탈을 이용한 RE 추출은 총 희토류 함량이 4.6%인 농축액을 생성

○ 기술-경제적 분석은 또한 AMD 슬러지에서 희토류를 추출하는 것이 5년 내에 긍정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제 설비로 경제적으로 매력적

○ 1단계에서는 AMD 처리 잔류물이 희토류 공급 원료의 국내 공급원으로 확인되었으며 또

한 AMD 처리 사이트의 운영자에게 상당한 수입을 창출하고 해외 희토류 공급에 대한 

미국 제조 산업의 의존도를 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짐

○ 펜실베이니아와 웨스트버지니아에서 생산된 AMD의 양에 근거한 추산에 따르면 AMD의 

스러지는 연간 약 610에서 2,700톤의 희토류에 해당하며, 이는 미국 방위 산업이 매년 

필요로 하는 800톤을 공급하기에 충분

○ AMD 처리 시설 154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표면 보관에서 225톤의 슬러지(건량 

기준)가 발견되었으며, 고유 REE 값은 1억 2천 2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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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nvestigation of Rare Earth Element Extraction from North Dakota 

Coal-Related Feed stocks

Technology Partner : University of North Dakota

Key Technology Area : Process Systems

Project Partners : Barr Engineering and Pacific Northwest National Laboratory

○ 프로젝트의 1단계에서는 노스다코타 대학교 프로젝트팀이 석탄 관련 원료 재고량이 매

우 높은 노스다코타 지역의 위치를 파악하고, REE를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여 선형 공급 

주식에 집중시키는 간단하고 효과적이며 저렴한 방법을 개발함

○ lignite의 고유한 속성의 장점. 실험실에서 실험한 결과, UND는 희토류 혼합농도에서 희

토류의 2% 이상의 농도를 달성했고, 유입되는 공급원료에서 희토류의 35%까지 회수함

○ 2단계에서는 Microbeam Technologies, Bar Engineering, Pacific Northwest National 

Laboratory, MLJ Consulting과 협력하여 노스다코타 lignite 및 lignite 관련 공급 원료의 

REE 회수 가능성을 조사 중에 있음

○ 연구팀은 이 기술을 스케일업하여 시간당 10-20kg의 공급원료 처리량으로 시연하고 노

스다코타에 있는 상업용 규모의 희토류 집중 시설에 대한 경제성을 평가할 예정임

○ 프로젝트에는 사업화 계획의 개발과 시장 평가도 포함되며 노스다코타 산업위원회, 북미 

석탄공사, 그레이트 리버 에너지, 민코타 전력협동조합, 그레이트 노던 프로퍼티, 노스다

코타 대학교, 노스다코타 대학 시스템의 lignite 연구 프로그램이 이 프로젝트에 비용을 

분담

○ 연탄과 관련 물질로부터 REE가 회복되면 기존 산업과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상당한 

신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노스다코타 연탄의 시장성 있는 사용 기회를 창출

○ 선형 산업을 더욱 강화할 여러 고부가가치 부산물도 이 과정에서 비롯될 것이며 또한 

신뢰할 수 있는 국내 자원과 그것의 개발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저가 기술을 제공함으

로써 현재 수입된 REE 및 REE 제품을 유의미하게 또는 완전히 상쇄할 가능성이 존재

○ 연구의 궁극적인 중요성은 해외 공급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미국의 경제 및 국가 안

보를 강화하는 대체 자원으로부터 REE 생산을 위한 고성능, 환경 친화적, 경제적으로 실

행 가능한 기술의 개발

○ 프로젝트는 파일럿 규모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후속 대규모 데모와 궁극적인 

상업적 배치를 위한 토대가 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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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High Yield and Economical Production of Rare Earth Elements from Coal 

Ash

Technology Partner : Physical Sciences, Inc. 

Key Technology Area : Process Systems 

Project Partners : University of Kentucky Center for Applied Energy Research and Winner 

Water Services 

○ 2단계 프로젝트에서는 물리과학, 주식회사(PSI), 켄터키 대학/센터 for Applied Energy 

Research 및 위너 워터 서비스 팀이 이트륨과 스칸듐(REYSC)을 포함한 판매 가능한 희

토류 원소(REE) 풍부한 농축물과 상업적으로 실행 가능한 공동 제품을 경제적으로 생산

할 수 있는 파일럿 규모의 공장을 개발 및 시연

○ 환경적으로 안전하고 높은 수확량의 물리적 및 화학적 농축/복구 프로세스를 사용하는 

석탄 재 공급 원료에서 추출 

○ 시범공장은 물리적 가공을 위한 일일 0.4~1tpd, 화학적 가공을 위한 약 0.5td 규모로 가

동되며, REYSc 무게로 10% 이상 함유된 건식 REYS염 농축액을 최소 50g(g) 생산하고, 

건식 REYS염 농축액 500g을 대상으로 함

- 무게로 따지면 20퍼센트 이상의 REYSc가 됨

○ 재공급 원료는 500ppm 이상이 예상되지만 최소 300ppm 이상의 REYSC 함량을 가진 켄

터키주 포드의 데일 발전소에서 나옴

○ 시범공장 운영에서 확보한 데이터는 1단계 600tpd 규모의 물리적·화학 가공공장에 대해 

모두 완료된 기술경제 분석을 강화·검증하고, 이를 활용해 7년 미만의 투자수익률로 상

업용 규모 공장(수백tpd 처리량)을 설계

○ 석탄재로부터의 REYSC 회수를 위한 모듈식, 운반 가능한 파일럿 규모의 물리적 및 화학 

공장의 개발 및 시연, 시험 공장 운영 데이터의 기술 경제 모델의 강화 및 검증을 포함

하여 상업용 규모(약 수백 tpd) REYSC 공장의 설계를 가능할 것임

○ 석탄재로부터 REYSC를 회수하기 위한 PSI의 기술을 입증하면 미국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REE를 생산하기 위해 환경 친화적인 방법으로 석탄 광업/석탄 연소 폐기물 제품을 활용

할 수 있는 동시에 이 나라의 경제 침체 지역에서 일자리와 경제성장을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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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Pilot-Scale Testing of an Integrated Circuit for the Extraction of Rare 

Earth Minerals and Elements from Coal and Coal By-Products Using 

Advanced Separation Technologies

Technology Partner : University of Kentucky 

Key Technology Area : Process Systems 

Project Partners : Alliance Resources, Blackhawk Mining, Minerals Refining Company, Mineral 

Separation Technologies, 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and State 

University, and West Virginia University 

○ 프로젝트의 1단계에서, 켄터키 대학교(영국)는 희토류 요소(REE) 함량이 높은 공급량(백

만 개당 300pparts 이상)으로 적격인 두 개의 유연탄 관련 공급 원료를 식별하고 이러한 

공급 원료의 REE를 회수하기 위한 이동 시험 공장의 예비 설계를 개발함

○ 실험실 실험에서 영국은 희토류가 혼합된 희토류 농축액에서 희토류의 80% 이상 농도를 

달성하는 동시에 유입되는 공급 원료에서 희토류를 75% 이상 회수했으며 2단계에서 대

학은 센트럴 애팔래치아 및 일리노이 분지 유연탄 준비 공장 폐자재에서 REE를 추출하

기 위해 4분의 1톤/시간 파일럿 규모 공장을 테스트 중에 있음

○ 본 시스템은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하고 환경적으로 허용되는 물리적/화학(이온 교환 및 

용제 추출) 분리 프로세스를 모두 통합함 

○ 시스템에 활용되는 혁신적인 활성화 기술은 진보된 거품이 떠다니는 프로세스와 새로운 

소수성-수소성 분리 프로세스를 포함함

○ 본 사업은 다양한 석탄·석탄 부산물 흐름에서 REE 생산을 위한 최첨단 가공시설을 설

계, 시공, 운영하는데 필요한 중요기술과 조건, 자료 등을 개발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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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valuation of Novel Strategies and Processes for Separation of REE from 

Coal-Related Materials 

Technology Partner : Los Alamos National Laboratory 

Key Technology Area : Separation Technologies 

○ 로스 알라모스 국립 연구소(LANL)는 핵심 국가 안보 임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화학

과 분리 요소(즉, 랜타니드 및 액티니드 그룹)에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이력

은 다양한 규모의 프로세스 혁신과 프로세스 구현 모두에서 독특한 경험을 실현

○ LANL은 요소 분리에 있어 이러한 고유한 전문 지식을 사용하여 석탄 및 석탄 부산물과 

분리되는 희토류 요소(REE)에서 새로운 혁신 프로세스를 평가할 예정

○ 본 프로젝트는 두 가지 보완 작업으로 구성되며 첫 번째 과제는 석탄 및 석탄 부산물로

부터 REE 분리를 위한 잠재적 프로세스와 전략을 식별하는 것과 관련하여 현재 및 향상

된 활성산소/탄산 분리 프로세스를 평가

○ 첫 번째 과제는 핵물질에 대해 개발된 기존 활성산소/란타니드 분리 접근방식과 REE 추

출에 대한 잠재적 적용을 평가

○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석탄 관련 물질에서 란탄계열 분리에 적용되는 맥락에서 에너지 

강도, 선택성 및 프로세스 복잡성과 관련된 이러한 프로세스에 대한 기술-경제적 평가와 

두 번째 과제는 신흥 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처리 및 분리 체계 개발 가능성을 평가할 

것임

○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처리 방식을 선별

- 열수 조건에서의 처리; 상승된 온도에서 란타늄 규격의 더 나은 제어를 이용하여 효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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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E 분리를 수행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이전 작업에 기초한 노력

- 초임계 이산화탄소(CO2) 및 수용성 리간드를 사용한 REE 선택 추출, 초기 단계에 구축한 

노력 산화물 물질에서 REE를 단순하고 효과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큰 가능성을 보여주는 

초임계 CO2에 대한 개념 증명 연구

- 이온 액체와 다른 용매 기반 시스템을 사용하는 REE의 분리는 이온 액체의 활성산소/란탄

산소 분리 체계를 개발하려는 LANL의 현재 노력에 기초하는 노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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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valuation of Laser-Based Analysis of REE in Coal-Related Materials 

Technology Partner : Los Alamos National Laboratory 

Key Technology Area : Enabling Technologies 

○ 주요 목표

- (1) 레이저 유도 분광법(LIBS) 및 라만 분광법을 사용하여 석탄 관련 물질에서 희토류 원소

(REE)의 농도와 광물학을 분석하기 위한 분석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테스트하는 것임

- (2) 석탄 관련 물질에서 LIBS 및 REE의 현장 이동 시스템을 개발

- (3) 주로 뉴멕시코 석탄 퇴적물로부터 다양한 석탄 관련 물질에서 REE의 농도와 광물학을 

분석하며 그 프로젝트는 두 개의 작업으로 나뉨

 → 과제 1에서는 석탄 관련 재료의 REE에 대한 LIBS/Raman 분석을 위한 현장 휴대용 프로

토타입 유닛을 구축하고, 뉴멕시코 현장 현장에서 유닛을 테스트 및 시연하고, 해당 시 

분석 프로토콜을 수정

○ 연구자들은 다양한 행렬의 요소 양적 분석을 위한 LIBS 개발에 대한 로스 알라모스 국립 

연구소(LANL)의 광범위한 경험을 활용하여 석탄 관련 재료의 REE 분석을 위한 프로토

콜을 개발할 것임

○ LANL은 최근 (실험실 지시 연구 개발을 통해) 화학(LIBS)과 물리 형태(Raman)를 모두 결

정할 수 있는 LIBS 플러스 라만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기관 투자를 함

○ 연구자들은 이 새로운 시스템을 사용하여 석탄 관련 물질에서 REE의 화학 및 광물학적 

동시 분석을 탐구할 것임

○ 과제 2에서는 다양한 석탄 관련 물질의 REE 정량화에 특화된 분석 방법을 개발하여 다

양한 석탄 관련 물질의 REE 농도와 물리적 형태에 대한 광범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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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하며 단계는 LIBS를 이용한 REE의 정량적 분석을 위한 프로토콜 개발에 필요

○ 데이터를 해석하려면 플라즈마 생성(LIBS 분석의 첫 번째 단계)의 효율성은 물리적 형태

와 전체적인 화학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정 행렬의 REE에 대한 교정 곡

선을 결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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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New Sensing Mechanisms for REE Detection in Coal and Coal Byproducts 

Technology Partner : Idaho National Laboratory 

Key Technology Area : Enabling Technologies 

Project Partners : Lawrence Livermore National Laboratory; Rutgers–The State University of 
New Jersey; and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 본 프로젝트의 목표는 희토류 원소(REE)에 대한 혁신적인 감지 기술 개발을 위한 새로

운 복합 화학을 평가한 것임

○ 펩타이드에 의한 란타니드의 복잡성은 란타니드 결합 태그(LBT)의 발광적 응용을 위한 

기초이며, 원래 단백질 연구를 위한 생화학 도구로서 발명 됨

○ 란타니드를 결합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펩타이드 염기서열은 크로모포어 사이드 체인(티

로신 또는 트립토판)을 가진 아미노산을 포함하고 있으며, 란타니드 결합 시 복합체가 

고유한 발광 특성을 나타내어 검출과 시각화를 가능하게 함

○ 석탄과 석탄 부산물의 경우, 구체적인 탄화물 농도는 입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

반적으로 전체 탄화물 계열이 존재하며 표본이 특수 REE 리간드에 노출되었을 때 발생

하는 양수 신호는 표본이 REE로 농축되어 추가 검사를 받을 가치가 있음을 의미함

○ 구체적으로, 아이다호 국립 연구소는 LBT 또는 다른 새로운 색소 결합의 화학이 현장에

서 REE 포함 물질의 신속한 선별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의 기초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할 예정

○ 본 과제는 기술개발 초기단계이지만, 성공할 경우 석탄이나 석탄 부산물의 REE 검출을 

위한 현장 전개식 센서 또는 현장 테스트 키트의 개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센서

는 프로세스 스트림의 REE 함량 모니터링, 산업 처리 중 업셋 감지, 새로운 추출 또는 

분리 기술의 신속한 테스트 및 검증과 같은 석탄의 REE 검출 이상의 무수한 목적에 유

용할 수 있음

○ REE-ligand 연관성의 모델링 및 실험실 연구는 란타니드의 복잡 거동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에 기여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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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Application of Biosorption of REE Recovery from Coal By-Products 

Technology Partner : Lawrence Livermore National Laboratory 

Key Technology Area : Separation Technologies 

Project Partners : Duke University and University of Arizona 

○ 본 연구의 목적은 바이오소립을 연소 전 및 연소 후 석탄 부산물의 침출수로부터 희토

류 요소(REE) 복구를 위한 저렴하고 비용 효율적인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임

○ 이 프로젝트는 공기부양 바이오 원자로에서 바이오필름 기반의 연속 흐름 시스템을 개

발할 예정

○ 표면 결합 태그를 통합하기 위한 생체 공학 접근법을 사용하여 대장균의 생체막 안정성

을 향상시킬 것임

○ 표면 결합 펩타이드는 높은 전단력 하에서 접착력을 개선하고 생체막 안정성을 증가시

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Calobacter 바이오 필름 형성은 이전에 완료됨

○  공수 바이오 원자로 적용을 위한 단일 박테리아 플랫폼은 (1) 바이오필름 밀도(단위면적

당 세포 수), (2) 바이오필름 형성 효율성(세포 집단 내 표면에 부착되는 세포의 비율), 

(3) 바이오필름 안정성, (4) REE-결합 라이그 및 밀도 등 여러 평가 기준에 따라 하향 선

정(셀 당 통합된 REE 결합 리간드의 수), (5) 바이오필름의 단위 면적당 REE 흡착 용량

○ 결론적으로 이 사업은 REE 회수를 위한 공수 바이오로터의 벤치 스케일 시범을 제공하

고, 예비경제성 분석 및 사업화 계획으로 기술적 타당성을 입증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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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Low Temperature Plasma Treatment for Enhanced Recovery of Highly 

Valued Critical REEs from Coal 

Technology Partner : University of Kentucky 

Key Technology Area : Separation Technologies 

Project Partners : 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and State University 

○이 프로젝트의 주요 목표는 희토류 요소, 특히 고평가된 REE(스칸듐 및 임계 REE)를 석

탄 및 석탄 부산물로부터 복구하기 위해 하이드로메탈 프로세스와 통합된 저온 플라즈

마 처리를 사용하여 새로운 프로세스를 개발임 

○ 이 프로젝트는 처음에 건조하고 전체 질량 기준으로 총 REE의 300ppm 이상을 포함하는 

다양한 선택된 공급 원료 부문을 대상으로 플라즈마 전처리의 광물학, 침출력 및 효과를 

평가할 예정

○ 시험 조건을 제어할 수 있는 실험실 저온 산소 플라즈마 장치가 노출 표면적, 공극 크

기, 미세 구조, 산화 정도 등과 같은 공급 원료 특성에 대한 플라즈마 처리 프로세스의 

작동 매개 변수(예: 전력, 온도, 처리 시간 등)를 최적화하기 위해 사용됨

○ 공정 최적화 후 플라즈마 처리는 침출, 용제 추출, 침전 과정과 통합되어 개선된 회수 

수준에서 REE 농축액을 생산하고 건조하고 전체 질량 기준으로 10% 이상의 총 REE 등

급을 산출하며 전체적인 RE 복구 시스템에 통합된 플라즈마 처리에 대한 기술-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실시

○ 실험실 규모로 수행된 이 프로젝트는 대규모 운영의 난제 극복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제공하고 방법의 추가 성숙도를 제공하는 이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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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Development of a Cost-Effective Extraction Process for the Recovery 

of Heavy and Critical REEs from the Clays and Shales Associated with 

Coal 

Technology Partner : 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and State University 

Key Technology Area : Separation Technologies 

○ 본 사업은 석탄 자원, 특히 점토와 셰일에서 도출된 희토류 원소(REE)를 추출해 농축할 

수 있는 이온교환 침출 및 농축 기술을 조사할 예정

○ 이 프로젝트에 따라 수행되는 작업에는 현장 샘플 수집, 열역학 평가, 일상적인 실험실 

테스트 및 엔지니어링 분석이 포함되며 전체 표본 기준으로 총 REE 100만 개당 300개 

부품에 접근하거나 초과하는 최소 3개의 개별 공급 원료 표본을 식별, 수집 및 특성화하

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

○ 다음으로, 실험적인 노력은 (1) 이온 교환 침출과 (2) 이온/정밀 부유물 등 두 가지 구별

되는 공정 연산에 초점을 맞출 것임

○ 제한된 수의 용제 추출 테스트가 비교 목적으로만 수행되며 이러한 실험적인 노력은 지

속적인 열역학 평가에 의해 뒷받침될 것이며, 이는 리시비안(광석이나 광물로부터 금속

을 유출하는 데 사용되는 액체)의 선택 및 투여 요건을 위한 근본적인 기초를 제공함

○ 최종 과제 중 실험 프로그램의 결과는 예비 시스템 설계를 생성하는 데 사용되며, 비용/

수익 모델링은 엄격한 기술-경제적 평가를 수행하는 데 사용된다. 그 결과, 미국 국내 

석탄 생산 시설의 많은 곳에서 쉽게 구현될 수 있는 저비용의 환경 친화적인 프로세스

가 될것으로 기대

○ 본 기술의 성공적인 개발은 미국 석탄에서 이온 흡착식 REE 비축물을 상업적으로 추출

하는 경로를 제공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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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Low Cost REE Recovery from Acid Mine Drainage Sludge 

Technology Partner : Research Triangle Institute 

Key Technology Area : Separation Technologies 

Project Partners : Cerahelix and Veolia Water Technologies 

○ 이 사업은 석탄 채굴 활동의 일환으로 발생하는 산광배수(AMD) 슬러지에서 희토류(REE) 

등 전략광물을 추출하는 막 기반의 벤치스케일 시스템을 개발

○ 이러한 노력은 단계적 멤브레인 기반 처리 방식을 사용하여 AMD에서 REE를 분리, 집중 

및 궁극적으로 복구하며 초기 작업은 잠재적 AMD 현장(또는 현장)에서 물 샘플을 채취

하여 REE 농도, 용존 금속 농도 및 주요 수질 특성을 파악

○ 각 프로세스 구성 요소는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해 물 샘플로 테스트되며 이 연구는 처

음에는 물 화학, 일변량/다중량 분리의 나노 여과막 성능, 친화성 매체 화학 및 REE의 

용제 회복과 같은 다양한 프로세스 매개 변수를 목표로 벤치 스케일에서 개념 증명 실

험을 포함 함

○ 이러한 실험으로부터, REE 복구를 위해 지속적으로 공급된 AMD 유체 프로세스의 경제

적 성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기술 경제 분석을 위해 흐름 스루 시스템과 더 

큰 프로토타입 규모로 합리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분리 조건이 선택됨 

○ 이 과정은 AMD 슬러지와 같은 국내 자원을 이용하여 미국의 전략적 요소 원천을 확장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중요한 요소에 대한 미국의 대외 의

존도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과정을 통해 에너지 효율적이며 비용 효율적인 REE를 중량 

REE 사전 농축으로 2%까지 복구 가능

○ 프로세스를 구성하는 단계는 본질적으로 저비용 접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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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conomic Extraction and Recovery of REEs and Production of Clean 

Value-Added Products from Low-Rank Coal Fly Ash 

Technology Partner : University of North Dakota 

Key Technology Area : Separation Technologies 

Project Partners : Pacific Northwest National Laboratory 

○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총 REE 중량의 2 % 이상을 포함하는 농축 물을 생산하는 저급 

석탄 비산회 및 바닥재를 위한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하고 맞춤형 희토류 원소 (REE) 추

출 및 농축 방법을 개발하는 것임

○ 이 프로젝트는 저급 (갈탄 및 아역 청) 석탄 연소 / 기화 재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애

쉬 샘플은 산업 파트너 시설과 노스 다코타 대학의 노스 다코타 갈탄에 대한 기존 샘플 

데이터베이스에서 수집되며 수행 할 특성화는 재를 생성 한 공급 석탄과 재 모두에서 

REEs의 풍부함, 형태 및 연관성을 완전히 설명 할 것임

○ 회분의 화학적 조성, 광물학 및 형태가 결정되어 특성화 결과에 따라 실험실 규모의 

REE 추출 및 농도 테스트를 위해 두 개의 회분 샘플이 선택됨

○ 실험실 규모의 테스트에는 회 전처리 방법, 희석 산 침출 및 용매 추출 테스트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며, 이후 선별된 조건 및 재료에서 REE 농도 테스트가 이어짐

○ 이 프로젝트는 또한 깨끗한 비산회를 부가가치로 창출하는 새로운 방법을 평가할 것이

며 마지막으로 실험 테스트를 기반으로 초기 기술 및 경제 분석을 완료하여 자본 및 운

영 비용과 제품 수익을 추정

○ 이 프로젝트의 이점은 해외 공급에 대한 의존을 제한하고 미국의 경제 및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대체 자원에서 REE 생산을 위한 고성능의 환경 친화적이며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기술을 개발이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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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Concentrating Rare Earth Elements in Acid Mine Drainage Using Coal 

Combustion By-Products Through Abandoned Mine Land Reclamation

Technology Partner : Ohio State University 

Key Technology Area : Separation Technologies 

○ 프로젝트 팀은 먼저 안정화된 연도 가스 탈황 물질 (sFGD)을 사용하여 산성 광산 배수 

(AMD)에서 희토류 원소 (REE)를 회수하고 순차 추출 절차를 통해 REE 무게의 2 % 이상

의 희토류 원료를 생산하는 통합 공정을 개발할 예정

○ 목표는 (1) 통합 REE 회수 / 농축 프로세스의 효과와 타당성을 검증하고, (2) 희토류 회

수 프로세스를 제어하는 메커니즘을 결정하고, (3) 관련 경제적 및 환경적 이점을 정량화

하고, (4) 프로세스의 본격적인 적용을 평가

○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작업은 4단계로 수행되며 첫 번째 단계에서 연구팀은 주 

기관과 협력하여 회복 잠재력이 높은 AMD 방전으로 인한 REE의 계절적 변화를 선별하

고 평가하도록 설계된 현장 조사를 수행함

○ 두 번째 단계에서는 선택한 소스의 AMD 및 sFGD를 사용하여 다양한 여과 조건하에서 

회수 프로세스를 연구하기 위해 실험실 규모의 테스트가 수행됨

○ 관련 수질 변화가 모니터링 되고, 싱크로트론 기반 X 선 방법을 포함한 고급 분석 기술

은 잔류 REE의 광물 형태를 식별하는 데 사용됨

○ 세 번째 단계에서는 REE를 집중하기 위해 매우 선택적 순차적 추출 절차가 사용되며 4 

단계와 마지막 단계에서는 경제적 및 환경적 편익을 평가하기 위한 기술 경제 분석 및 

수명주기 평가가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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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conomic Extraction, Recovery, and Upgrading of Rare Earth Elements 

from Coal-Based Resources 

Technology Partner : University of Utah 

Key Technology Area : Separation Technologies 

Project Partners : 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and State University 

○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통합 모델링, 석탄 준비, 바이오 산화, 용액 컨디셔닝, 힙 침출을 

사용하여 석탄 기반 자원에서 희토류 원소(REEs) 함량을 경제적으로 추출, 복구 및 업그

레이드 할 수 있는 방법을 입증하고 개선하는 것임

○ 용매 추출 및 침전 기술을 사용하여 REE 중량이 8 % 이상인 희토류 함유 제품을 깨끗

하고 비용 효율적으로 생산하며 이 프로젝트는 석탄 기반 소스에서 REE 제품을 생산하

기 위해 현재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기술을 포함함

○ 고급 석탄 처리 기술은 힙 침출 응용 분야에 적합한 크기인 REE 함유 거친 폐기물 (비 

석탄 암석)뿐만 아니라 깨끗한 석탄을 시장에 제공함

○ 청정 석탄을 위한 농축된 황화물 광물 (중 ~ 고황 석탄용)을 제공하고, 거친 쓰레기에서 

REE의 침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향상된 생물 산화를 제공

○ 황화물 미네랄의 제거는 석탄을 정화하고 후속 REE 추출을 가속화 하며 대부분의 산성 

암석 배수 가능성을 제거함

○ 처리 방법은 또한 황화물 광물과 관련 환경적 책임을 소비하면서 침출을 향상시키기 위

해 철 이온 생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생산화를 활용

○ 용액 조절 처리 방법은 철을 제거하고 침출 용액의 pH를 제어하여 종종 pH 1.5 미만에

서 발생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토륨 추출을 완화

○ 힙 침출 부분은 토륨 추출을 최소화하면서 REE 추출을 최대화하도록 모델링 및 설계되

며 프로젝트의 용매 추출 부분에는 침전 처리의 마지막 단계에서 최종 제품으로 침전될 

용액에서 REE 회수를 위한 추출 및 스트리핑 최적화가 포함

○ 이 프로젝트는 토륨이 적은 미국 내 REE 공급을 제공하고, 석탄 산업에 수익과 일자리

를 창출하고, 미래의 산성 암석 배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대규모 구현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기술과 데이터를 제공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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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Coupled Hydrothermal Extraction and Ligand-Associated Organosilica 

Media Recovery of REEs from Coal Fly Ash 

Technology Partner : Wayne State University 

Key Technology Area : Separation Technologies 

○ 이 프로젝트는 알칼리 조건에서 열수 침출을 사용하여 석탄회 고체에서 수용액으로 희

토류 원소 (REEs)를 빠르게 용해시키는 방법을 조사 예정

○ REE를 용액에서 적절한 리간드 시스템으로 기능화 된 Osorb 플랫폼 (시중에서 구입할 

수있는 팽윤성 유기 변형 실리카)으로 이동하며 고농도의 표적 REE (중량 기준 2 ~ 10 

%)가 포함된 산성 수성 시스템으로 REE를 추출함

○ 이 프로젝트는 또한 석탄 비산재의 열수 침출을 맞춤형으로 제작된 리간드 관련 배지와 

결합하여 REE를 추출하고 회수하는 유기 용매없는 방법을 제공수 있는지를 조사 

○ 비산재 공급 원료는 디트로이트 지역의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수집되며, 조성 특성을 파

악하고 맞춤형 압력 반응기 내부에서 벤치 탑 배치 열수 침출 / 용해 공정을 거침

○ 란타나이드 / 악티나이드 분리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진 리간드는 소수성을 통한 Osorb

에 대한 선택성 및 결합과 같은 일련의 기준에 따라 평가됨

○ 그런 다음 수열 침출 공정에서 얻은 알칼리성 공급 용액에서 REE를 효과적으로 추출하

기 위한 최상의 조건 (예 : pH, 용리액 등)과 최상의 리간드 시스템을 설정하기 위해 배

치 실험이 수행

○ Osorb-리간드 추출 시스템이 REE 농도에 최적화되면 적절한 pH로 조정된 수용액을 사

용하여 REE를 역 추출하고 REE가 많이 함유된 용액으로 농축

○ 이 프로젝트는 일반적으로 유기 용매를 포함하는 많은 액체-액체 추출보다 환경친화적

인 무용매 추출 공정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

○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하면 향후 벤치 및 파일럿 규모로 확장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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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Recovery of High Purity Rare Earth Elements (REEs) from Coal Ash via 

a Novel Electrowinning Process 

Technology Partner : Battelle Memorial Institute 

Key Technology Area : Separation Technologies 

Project Partners : Rare Earth Salts 

○ 이 프로젝트의 주요 목표는 희토류염 (RES)과 Battelle의 산 분해 공정에서 개발한 새로

운 전기 획득 분리 및 정제 공정의 개발 및 통합을 진행하고, 환경적으로 무해하고 경제

적으로 지속 가능한 희토류 원소 (REE) 순도가 90 % 이상인 미국 내 석탄재 공급원의 

제품을 생성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것임

○ 또 다른 목표는 석탄 기반 공급 원료에 대한 이러한 정화 기술의 발전을 보여줌으로써 

국내 REE 공급원과 석탄 제품에 대한 새로운 배출구를 활성화하는 것임

○ 이러한 목표는 실험실 규모의 테스트를 통해 달성되며 Battelle의 산 분해 공정은 용매 

추출을 통해 REE 농축 물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사용되며 철, 알루미늄, 나트륨 및 칼슘

과 같은 덜 가치 있는 원소를 제거하고 우라늄 및 토륨과 같은 오염 물질의 농축을 조

심스럽게 방지함

○ REE 제품은 기존 용매 추출 회로에 비해 REE 정제의 단계 수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정제 공정인 RES의 새로운 전기 획득 공정을 사용하여 업그레이드된 솔루션에서 분리 

및 정제됨

○ 프로젝트 팀은 실험실 테스트 중에 얻은 데이터를 사용하여 상용 규모 시스템의 예비 

설계를 수행하여 프로세스에 대한 예비 자본 및 운영 비용을 생성하며 이 프로젝트의 

결과로 Battelle의 용매 추출 REE 업그레이드 프로세스, RES의 프로세스, 기술 및 경제

적 측면 모두에서 타당성을 검증하여 미국 내 석탄 유래 공급 원료에 적용할 수 있음

○ 분리 된 REE의 고순도 (99 % 이상) 제품은 운영 중인 미분탄 연소 설비의 비산회에서 

생성



- 239 -

19. At-Source Recovery of Rare Earth Elements from Coal Mine Drainage 

Technology Partner: West Virginia University Research Corporation 

Key Technology Area: Separation Technologies 

Project Partners: 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and State University 

○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기존 AMD 처리의 업스트림 생산 현장에서 산성 광산 배수 (AMD)

에서 농축 된 희토류 원소 제품을 추출하는 공정을 개발 하는 것임

○ 두 가지 AMD 사례 (순 산 및 순 알칼리성 (각각 사례 A 및 B))를 살펴 봄

○ 이 제품은 산 침출 / 용매 추출 (ALSX) 공장을 통해 처리되어 기존 AMD 슬러지 공급 

원료를 사용하는 진행 중인 ALSX 시험과 성능을 비교

○ 프로젝트 팀은 철과 망간이 환원 (Fe2 +, Mn2 +) 상태로 유지되는 환원 조건 하에서 

AMD 스트림에서 희토류를 분리하는 이점을 평가 함

○ 감소 된 종으로서 희토류 추출 과정을 우회하여 전반적인 공정 경제성을 향상

○ Case A에서 pH는 pH 4로만 상승되어 희토류는 침전되지만 Al, Fe2 + 또는 Mn2 +는 높

은 희토류 순도를 달성하기 위해 분리되어야하는 금속은 침전되지 않음

○ 사례 B에서 팀은 철 이온에서 희토류를 분리하기 위해 전기 화학적으로 자극 된 액체 

막 전략의 적용을 탐구 할 예정

○ 이 프로젝트는 (1) 농축 희토류 공급 원료를 생성하고, (2)보다 일관된 공급 원료를 생산함

으로써, 기존 AMD 처리의 업스트림 인 수성 AMD로부터 희토류를 분리함으로써 희토류 

추출 효율의 상당한 개선을 얻을 수 있음을 입증 (3) 희토류 정제소로의 운송 비용 절감, 

(4) 산 침출 단계에서 산 소비 감소, (5) ALSX 공장에서 생성되는 폐기물의 양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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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Sampling, Characterization and Round Robin Analyses of Domestic U.S. 

Coal Based Resources Containing High Rare Earth Element (REE) 

Concentrations 

Technology Partner : University of North Dakota 

Key Technology Area : Enabling Technologies 

Project Partners : University of Kentucky 

○ NETL은 노스 다코타 대학과 협력하여 주로 갈탄 기반 석탄 샘플을 수집하고 분석하며 

북부, 중부 및 남부 애팔래치아 지역의 일부 역청탄과 석탄 관련 재료 (광산탄, 덮개암

석, 과부적 점토, 셰일 중간층, 광산 솔기 밑받침, 석탄 전처리 산물, 석탄 연소로 인한 

재, 가스화 및 액화) 재료가 지면에서 제거될 때 최소 농도의 희토류 원소 (REE)가 

300ppm이며 건조 이외의 다른 처리가 없음

○ REE에 대한이 샘플 분석은 유도결합 플라즈마 질량 분광법에 의해 수행되며 라운드 로

빈 분석 연구는 또한 광석 및 석탄 함유 재료에서 REE 함량을 분석하기 위해 가장 일반

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의 실험실 내 및 실험실 간 변동을 정량화하기 위해 수행됨

○ 이 프로젝트는 경제 회복을 위해 REE 함량이 높은 석탄 및 석탄 관련 재료의 위치를 보

다 정량적으로 표시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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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Rare Earth Elements (REE) from Coal and Coal By-Products - 

Techno-Economic & Embedded Demand Analysis 

Technology Partner : National Energy Technology Laboratory – Research and Innovation 

Center 

Key Technology Area : Enabling Technologies, Separation Technologies, and Process Systems 

○ NETL (National Energy Technology Laboratory)은 희토류 원소 (REEs) 농도가 높은 석탄 

관련 매장지를 찾는 방법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춘 공동 현장 작업 제안 (FWP)을 수

행하고 있음

○ 환경 친화적인 경로에 중점을 두고 석탄 및 석탄 관련 제품에서 REE를 추출하고 농축하

는 기술을 개발하고 테스트하며 프로세스 최적화 및 확장을 위한 모델링 및 분석을 사

용하여 기술 상용화 위험을 줄임

○ FWP는 과거의 NETL 연구 성공을 기반으로 하며 교외 연구 노력을 보완하도록 설계되

었습니다. 과거의 노력은 새로운 REE 회수 기술 및 특성화 기술의 개발과 REE의 상대

적 분포, 화학적 형태 및 REE 소스 물질의 다른 단계 또는 광물과의 연관성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둠

○ 현재 작업은 (1) 쉽게 추출 할 수있는 석탄 관련 REE 매장량 및 REE 형태의 고농도를 

예측하는 지능형 탐사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2) 몇 가지 유망한 분리 경로를 발전

시키고 (3) 분리 프로세스 개발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산 유체 역학 모델링 (4) 시장 기

회, 환경 적 이점 및 프로세스 병목 현상을 이해하기위한 기술 경제 모델링

○ 각 연구 영역은 전체 포트폴리오를 지원하고 업계에서 조사하지 않는 주요 지식 격차를 

해결하도록 설계됨

○ 추가 연구 분야에는 분리 연구 지원을 위한 고급 특성화 작업, 신규 및 탐색적 분리 연

구, 분리 공정의 탐사 및 공정 제어를 위한 액체 및 고체의 실시간 REE 정량화를 위한 
프로토 타입 장치 개발이 포함됨

○ 새로운 분리 연구는 고위험, 고 보상 복구 기술 및 NETL 핵심 역량 영역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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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종합분석 요약 및 결론

제1절 종합분석 요약  
제2절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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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종합분석 요약 

1. 기획 연구의 배경 및 방향

가. 기획 연구의 배경  

○ 희토류 소재와 국내산업 관련 문제점 

- 우리나라는 4차산업 발전으로 희토류 소비가 증가하면서 희토류 소재의 공급 안정성이 중

요한 쟁점이 되었음

- 우리나라는 희토류 부존자원이 없어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큰 약점이 되고 있음

- 최근 희토류는 국제정치에서 무기화되면서 우리나라는 이를 반드시 해결해야 할 입장임

나. 희토류 국산화 기획 연구의 방향  

○ 희토류 생산기술의 문제점 

- 현재 생산기술 방식은 환경오염이 심하여 문제가 많음

- 국내에서는 환경오염이 아주 적은 석탄재 희토류 제조기술이 개발됨

○ 희토류 국산화 기술의 요건 

- 기술 실증이 입증된 기술

- 환경오염 감축 기술

석탄재 원료사용에 따른 다양한 이점 보유

온실가스 감축 가능

경제적 자립 가능성 

○ 희토류 국산화 실증사업 기획 방향 

- 석탄재 원료사용으로 환경오염 방지 및 국내 공장 설립 가능

- 석탄재 원료사용으로 다양한 희토류 원소 추출 가능

- 농축공정과 추출공정을 분리하여 효율적 운영으로 대량의 원료 수급이 가능한 체계 수립

- 석탄재로부터 산업부산물 획득

- 온실가스 감축 : 석탄화력발전소의 배출 CO2를 원료로 사용 

9 종합분석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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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희토류 산업과 기술 및 시장 동향분석

가. 희토류 산업 현황  

○ 중국이 세계 생산량의 70% 차지

○ 2019년 우리나라 수입량은 3,441t이며 중국(42%), 일본(39%) 의존함

○ 희토류 소재·부품의 부가가치는 화합물의 2배 이상으로 소재·부품 기술개발이 중요 

나. 희토류 산업기술 현황분석  

○ 자석 분야는 신·재생에너지 산업과 4차 산업 혁명으로 급속한 발전을 하고 있음

○ 연마재 분야는 기술적으로는 일본이 앞서있으며 우리나라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생산 분

야에서 시장 점유량이 많음

○ 배터리 분야는 국내 기업 총량이 세계시장에서 1위임 (2020년 35.6%)

○ 형광체 분야는 원천기술은 대부분 해외기업이며 우리나라는 생산 분야 수준 높음

다. 희토류 산업시장 현황분석  

○ 중국의 시장 장악력을 줄이기 위한 각국의 정책적 움직임이 있으나 실효 없음

○ 전 세계 희토류 소비량은 2019년 기준 139,600t이며 2029년까지 30% 증가 전망

○ 자석 분야는 친환경(전기, 수소) 자동차와 풍력발전으로 67% 증가 전망 예상 

라. 각국의 희토류 정책 동향분석  

○ 중국 : 희토류 수출 통제 정책 유지 중

○ 미국 : 수입선 다변화와 국내생산 재개 및 새로운 대체기술 개발

○ 일본

- 자원 재활용과 대체기술로 중국 수입 의존도를 40% 이하로 감축

- 한국에 대한 전략제품 수출 통제시행 중 (화이트리스트 배제)

○ 우리나라 :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과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확대를 위한 다

양한 정책 추진 중이며 구체적인 추진 대상을 발굴하여 지정함.

- 희토류는 제조업의 소재·부품·장비 전 분야에 해당하는 기초소재임  



- 245 -

3. 석탄재 희토류 개발 기술 분석

가. DOE의 석탄재 희토류 개발 기술  

○ 기술개발 배경 

- 중국 의존도 탈피

- 석탄재 희토류 개발 가능성 인식

- (석탄재 속의 다양한 희토류 부존, 연소에 따른 농축 효과, Powder 상태 등) 

○ 석탄재 희토류 기술개발 추진 사항 

- 300~500ppm 농도 분포의 석탄재 선택

- 희토류농축 목표 100배로 2% 이상 정광 제조 

- 90~99.99% 순도 제품생산 목표

- Acid Leaching 방식 (환경오염 문제 극복 연구 중이나 아직 미해결 상태)

- 원광석과 다른 조성으로 추출기술 개발 필요성 인식

- 다양한 자원에 관한 희토류 추출연구 병행 및 다양한 접선기술 적용 연구

- 2016~2020년 사이 550억 원 연구비 투입 

나. 국내 석탄재 희토류 농축기술 개발  

○ DOE 문제점 벤치마킹  

- 황산 Leaching 문제점 인식

- 희토류 농축공정에 탄소 광물화 기술과 NaOH Leaching 및 Recovery 기술개발

○ 국내 석탄재 농축기술 공정 개요 

- 물리적 선별 : 미분화 및 자석, 비중 분리

- Hydration 및 Hydrate 분리

- NaOH Leaching 및 REE Precipitate 분리

- CO2 Carbonation 

- Al(OH)3, SiO2 부산물 분리공정

- NaOH Recovery & Recycling

- CaCO3, MgCO3 부산물 분리공정

- REE Precipitate에 대한 Filtration & Drying 

○ 국내 석탄재 농축기술 개발 공정의 검증 

- 열역학 데이터에 의한 열화학 반응의 자발적 반응과정 검증



- 246 -

- △G = △H-T△S 값이 (-) 조건 유지하면 자발적 반응 가능

- Fact Check 실험에서 Hydration, Leaching, Carbonation, NaOH Recovery 반응 등이 확인됨 

다. 석탄재 희토류농축 개발 기술비교  
○ Acid Leaching이 없어서 환경오염 최소화

○ NaOH 재활용 반응에 의한 공정비용 절감

○ NaOH의 Silica Leaching으로 희토류 회수율 증가

○ NaOH의 Silica Leaching으로 Sc 회수 가능

○ 발전소 배출 CO2를 원료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감축 효과

○ 석탄재 부산물 회수에 의한 경제성 향상

4. 석탄재 희토류 실증사업 기본계획

가. 사업의 기본방향  

○ 사업의 비전 

- 희토류 국산화로 대외 의존도 감소 및 수입협상력 강화

- 국내 희토류 공급 증가로 소재부품 산업 발전에 기여

- 지속가능성-친환경 희토류 제조기술 개발로 미래기술을 견인

○ 실증사업의 정량적 목표 

- 발전소 농축설비 1기당 2,000MW 석탄재 발생량 처리설비 수준( 2000MW당 474,682.5톤/년 

석탄재 처리)

- 국내소비 희토류 1/10 공급 (344톤/년) 

- 석탄재 총 원료는 20% 투입 손실 고려하여 2,150,000톤/년

- 농축설비 숫자는 5대

- 추출설비는 21,500톤/년 처리 규모

- 온실가스 감축량 목표 : 605,143톤/년

- 온실가스 감축 인증서(CER) 획득

- 산업부산물 생산 목표 : 860kg/석탄재 1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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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석탄재 희토류농축 실증화 사업의 기술계획  

○ Mini Pilot 구축계획 

- 석탄재 처리량 : 3,500톤/년        - 희토류 정광 생산량 : 87.5톤/년     

- 희토류 생산 속도 : 10kg/h          - 구축비용 : 70억 원

- 사업 기간 : 2년

○ 실증사업 플랜트 농축공정 구축계획 

- 1단계 : 전처리 공정 : 1,445톤/일 규모 x 5set (1개는 실증화, 4개는 민간투자사업)

- 2단계 : Hydration 및 Hydrate 분리

- 3단계 : NaOH Leaching 및 REE Precipitate 분리

- 4단계 : CO2 Carbonation 및 Al(OH)3, SiO2 부산물 분리공정

- 5단계 : NaOH Recovery & CaCO3, MgCO3 부산물 분리공정

- 6단계 : REE Precipitate에 대한 Filtration & Drying 



- 248 -

다. 석탄재 희토류추출 실증화 사업의 기술계획  

○ 추출플랜트 목표 

- 65.45톤/일 규모의 정광 추출설비

- 년 344톤 희토류 국산화 생산 공정 개발

- 석탄재 기반 스칸듐 추출기술 확보

○ 실증사업 플랜트의 17개 희토류 추출공정 Diagram 

라. 석탄재 희토류 실증화 사업의 원료 수급계획  

○ 원료 현황 

- 국내 석탄재 발생량은 2018년 기준 938만 톤

- 이중 순환유동층 석탄재 발생량은 약 550만 톤

- 국내 슬래그 발생량은 2017년 기준 2,649만 톤 

○ 국내 석탄재 속의 희토류 함량 

- 석탄재 속의 희토류 함량은 200~400ppm으로 높은 편이다

- 제강슬래그는 희토류 함량이 20ppm 미만이며 고로슬래그는 100~160ppm

○ 원료 수급계획 

- CFBC 발전소 지역에 농축설비를 운영하여 농축 정광을 수급받는 방식

- 고로슬래그는 가격이 높은 관계로 스칸듐 회수를 전제로 원료 수급을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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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석탄재 희토류 실증화 사업추진 계획  

○ 추진 전략 

- 실증사업의 상용화를 달성을 위한 『목표지향적 기술개발』

-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 희토류 국산화 사업의 장기안정성을 위한 『수요기반 인프라 동시 구축』 

○ 사업추진 체계 

- 건설 범위

 → 450,000톤/년 농축 플랜트 5개 + 22,500톤/년 추출 플랜트 1개로 구성

- 예타 사업 범위 

 → 450,000톤/년 농축 플랜트 1개 + 22,500톤/년 추출 플랜트 1개

- 민간투자 사업 범위

 →450,000톤/년 농축 플랜트 4개

- 지자체 사업 

 → 희토류 소재 산업단지 (희토류 가공산단, 산단지원센터, 실증연구지원센터)

○ 사업추진 일정 

- 총 사업 기간 : 4년

- 기술검증 설계 인허가(18개월), 건설(3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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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 분석 

- 예타 사업비 : 750억 원( 농축 플랜트 444억 원 + 추출 플랜트 306억 원) 

- 민간 투자사업 : 농축 플랜트 4기 + 부대시설

 → 농축 플랜트 1기 : 450억 

 → 발전소 원료 연계시설 1기 : 100억 원

 → 민간 총투자비 : 2,200억 원

- 지자체 연계사업

 → 희토류 미니 Pilot : 70억 원(국비 35억 원)

 → 희토류 가공 산업단지 : 580억 원

 → 산업단지 지원센터 : 200억 원

 → 희토류 소재 후방산업 지원 : 400억 원 

 → 지자체 연계 총사업비 : 1,250억 원

5. 석탄재 희토류 국산화 실증사업 타당성 분석

가. 필요성 및 시급성  

○ 필요성 

- 희토류 산업과 국내 소재·부품 산업의 밀접한 연관성으로 소재·부품 산업이 발전하려면 

반드시 국산화가 필요함

- 주변국과의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의 경쟁 구도 극복의 필수 요소  

- 희토류 가공기술 개발 필요성

 → 희토류 소재·부품 수입을 대체하는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국내 희토류 공급 여건이 개선

되어야 함

 → 새로운 희토류 제조기술 선점 개발 당위성 

 → 희토류 관련 기업의 수요조사 결과 사업 참여 의지가 높음

○ 개발 시급성 

- 자동차와 4차 산업혁명 분야의 급속한 발전 속도에 대응

- 미-중 희토류 분쟁으로 미국 DOE의 조기 기술개발 선점 가능성 

- 희토류 대체기술 개발에 대한 선제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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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추진 타당성  

○ 정책적 타당성 

- 『한국형 그린뉴딜 종합계획』

 → 10대 추진과제 중 7개 과제가 희토류 소재 산업과 관련되었음

 → 구조적 변화 적응･선도하기 위한 (정부의) 토대 구축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 강력한 추진체계를 통한 전방위적 지원을 포함

-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19~’23)』

 → 플랫폼·표준화·실증 위주로 기반구축 방식 전환

  → 『2019-2021 산업기술 R&D 정책 투자전략』

 → 투자 분야가 희토류 소재를 기반으로 하는 첨단소재라는 점

 → 민간의 고위험 분야 도전 리스크를 정부가 공유 

○ 과학 기술적 타당성 

- 석탄재 희토류 농축기술의 우수성

 → 새로운 기술로써 개발 가치가 매우 높음

 → 기술선점을 통하여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이바지할 수 있음

- 새로운 친환경 희토류 공정기술 

 → 친환경 희토류 제조기술로써 보급 필요성이 매우 높음

 → 석탄화력발전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비전을 제시함 

○ 경제적 타당성 (할인율 4.5%) 

- 스칸듐 제조 기술개발 제외 사업의 경제성

 → IRR 5.81%

 → BC 1.168

- 스칸듐 제조 기술개발 포함 사업의 경제성(수율 30% 기준)

 → IRR 16.6%

 → BC 3.143 

다. 정부 지원 필요성  

○ 정부 정책 부합성 

- 석탄재 희토류 국산화 실증사업은 정부의 정책 실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적 요소를 갖

춘 사업이므로 정부의 사업지원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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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선도 역할 필요성 

-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발표한 정책에는 정부의 선도적 역할을 명시

하는 다음과 같은 정책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정부의 지원 필요성이 있음

- 구조적 변화 적응･선도하기 위한 (정부의) 토대 구축

- 강력한 추진체계를 통한 대대적 지원

- 플랫폼·표준화·실증 위주로 기반구축 방식 전환

- 민간의 고위험 분야 도전 리스크를 정부가 공유

○ 경제적 지원 필요성 

- 희토류 제조사업은 스칸듐 소재 생산기술 개발에 따른 막대한 부가가치 창출과

- 석탄재 부산물 회수에 따른 수익성이 높아 민간의 투자가 가능한 사업이나

- 석탄재 희토류 제조기술은 아직은 상용화 기술이 아니므로 민간에서 선제적으로 투자가 어

려운 사업임

- 따라서 석탄재 희토류 국산화 사업은 정부의 사업비 지원이 필요한 예타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라. 기대 효과  

○ 과학 기술적 기대효과 

- 새로운 희토류 자원 발굴

- 고도의 열화학적 반응기술에 기반한 신개념 희토류 제조기술 개발

- 다양한 희토류를 동시에 생산 가능한 기술개발

- 미래 지향적인 청정 희토류 제조기술 

○ 사회 경제적 기대효과 

- 희토류 국산화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과 일자리 확대

- 석탄재/CO2 재활용 효과로 석탄자원과 석탄화력발전소의 지속가능성 비전을 제시함 

- 미래 소재 산업 견인으로 희토류 강국 도약 

6. 희토류 재활용 기술 개발

가. 연구개발 방안  

○ 희토류 재활용 및 소재화 연구개발 방안 

- 전문기관 과제 참여를 통한 재활용 기술지원

- 폐기물 종류별 맞춤형 상용화·실증화 연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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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관적 근거에 따른 원료 수급 예측

- 국산 재활용 장비 설계 및 제작 연구 지원 

나. 정부 지원 필요성  

○ 경제적 지원 필요성 

- 희토류 재활용 관련 기업들이 영세함으로 정부에서 관련 전문기관의 적극적인 연구과제 참

여유도와 장비·설비 실증화 연구과제 지원등을 통해 사업화 진입 장벽을 낮추고 지속성을 

향상

다. 기대 효과  

○ 과학 기술적 기대효과 

- 희토류를 폐자원에서 확보 기술 확보

- 희토류 재활용 고성능 장치 국산화 가능 

○ 사회 경제적 기대효과 

- 희토류 국산화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과 일자리 확대

- 희토류 재활용 산업 활성화를 통한 국내 원료 수급률 개선

- 희토류 소재 국내 수급 완정화 및 자원 선순환 구조 확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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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결론 

1. 희토류 국산화 기술개발 필요성

○ 희토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 소재와 전기차 및 재생에너지 분야 그리고 고강도 

소재, 광학 및 형광 분야 등 수많은 첨단소재에서 매우 뛰어난 역할을 하는 재료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없어서 중국과 일본의 무기화 정책으로 제조산업의 위험

성이 항시 존재하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산화 기술을 시급히 마련해야 함

2. 국내개발 석탄재 희토류 제조기술의 뛰어난 우수성

○ 국내에서 개발된 석탄재를 원료로 하는 희토류 제조기술은 기존의 Acid Leaching 방식이 

아니므로 농축과정에서 환경오염이 매우 적고, 다양한 희토류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으

며 NaOH Leaching 방식으로 Silica 용해가 가능하여 희토류의 수율이 높고 스칸듐까지 

추출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갖추고 있음 

○ 아울러 석탄재에서 산업부산물을 회수할 수 있고 반응 원료로 CO2가 사용되기 때문에 

폐기물 배출량 감축과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가능함

○ 석탄재 농축공정은 희토류 농도를 약 100배가량 높여 정광을 제조하는 단계

○ 국내개발 석탄재 희토류 제조에서 농축반응의 모든 단계가 자발적 반응이 가능함을 열

역학적으로 입증하였으며 실험적으로도 입증하였기에 실증화의 성공 가능성이 큼

3. 석탄재 희토류 국산화 실증사업 추진 방향

○ 석탄재 희토류 국산화 실증사업은 국내 희토류 소비량의 10%를 공급 대체할 수 있는 

344톤/년 규모로 추진하며, 이때 소비되는 석탄재 원료는 2000MW급 유동층 석탄화력발

전소 5곳(10,000MW)에서 농축되어 공급함

○ 현재 국내 유동층 석탄화력발전소 용량은 건설예정 포함 16,500MW이므로 원료 수급량

은 충분함 (또한, 기존 매립된 석탄재를 포함하면 원료 수급은 안정적임)

○ 석탄재 농축설비는 각 발전소 건설하며 여기서 제조된 정광을 추출설비가 설치된 희토

류 가공 클러스터로 보내 희토류를 제조하는 방식이 바람직함

○ 따라서 실증사업은 석탄재 농축설비 5개 중 1개(4개는 민간투자사업)와 추출설비 1개로 

구성함

○ 한편 석탄재 농축단계에서는 석탄재 1톤당 0.86톤의 부산물이 생산되므로 민간투자 방식

으로 사업추진이 충분히 가능함



- 255 -

4. 석탄재 희토류 실증사업의 예타사업 추진 타당성

○ 석탄재 희토류 제조사업은 생산 희토류 편익과 온실가스 감축 편익만으로도 경제성이 

있으며, 부산물 판매와 스칸듐 제조가 가능해지면 수익성은 매우 높다. 다만 아직은 미 

상용화 기술이므로 현재 단계에서는 정부의 선도 투자가 필요하므로 예타사업으로 실시

해야 함

○ 석탄재 희토류 실증화 사업은 정부의 소재·부품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과 그린뉴딜 정책
에 부합하는 사업이며 기술적으로도 획기적인 신개념 공정기술이 바탕이 되어 환경보존 
효과가 뛰어나고 수익성이 높아 일자리 창출 기회가 많으므로 정부 지원이 타당함

○ 현재 중국과 미국의 희토류 분쟁은 합의로 해결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이므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를 반드시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즉, 우리가 기술개발을 하지 않는 상

태에서, 미국 DOE의 석탄재 희토류 개발연구에서 성과가 먼저 나오거나 매우 심화한 기

초과학 기술기반의 연구 결과로 희토류를 대체하는 물질 혹은 기술이 개발된다면 우리

는 선진국과 기술격차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기 개발된 우수한 석탄재 희토류 기술을 조기에 상용화시켜 희토류 가격을 안정

시킴으로써 우리 산업이 제조업 분야에서 지속해서 발전할 토대를 마련해야 함

5. 희토류 재활용 기술개발 예타사업 추진 타당성

○ 희토류는 친환경 자동차, 신재생에너지, IT, 의료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으

며 희토류 산업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미래산업의 핵심원소인 희토류의 확보 방안 모

색이 필요하며, 자원 부족 구가로서 재활용을 통한 희토류 확보가 절실함

○ 국내에서 고효율 희토류 재활용을 위한 장치 개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며 세계적으로

도 재활용 장비 시장을 선점하는 국가 및 기업이 없어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며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핵심기술 기반 고성능 장치의 도입이 필수적이나 국내 희토류 재활

용 국산화 장비가 없어 개발이 필요함

○ 또한, 정부 R&D의 경우 사업 수행기관만이 결과물을 독점하는 문제으로 인해 미참여 기

업 또는 타분야로 이전 확산이 미흡하며 정부차원에서 공공성을 갖는 오픈형 플랫폼 개

발 및 기업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희토류 재활용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방안 마련이 필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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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과제제안요구서(RFP)
과제명 탄소광물화기술 기반 희토류 제조기술 개발 사업

개요 및

필요성

ㅇ (개요) 강원도 소재 순환유동층 석탄화력발전소의 석탄재 희토류 추출 

기술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R&D 및 사업화 전략 

수립 및 지자체와의 연계 분야 세부 협력 방안 도출

  - 국내 희토류 소재산업 집중 육성을 위한 정책적 ㆍ 기술적 ㆍ 경제적 

타당성 및 정부지원 필요성에 대한 사전 검토 추진

ㅇ (필요성) 희토류는 금속/비금속 소재에 반드시 첨가되어야 하는 광물질

로,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는 미ㆍ중 분쟁, 한ㆍ일 갈등 등 

국제 정치 환경의 변화에 따라 소재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받을 가능

성이 높음

  - 국가가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소재 및 전기자동차 등에 사용되

는 ‘산업의 비타민’인 희토류 소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기 확

보된 기술과 국내에서 다량 발생하는 석탄재를 활용하여 실증 사업 추

진 필요

  - 다만, 상기 실증 사업을 추진함에 앞서 연구기획을 통한 추진 타당성 

등에 대한 분석 선행 필요

과제목표

ㅇ 강원도 내 발생 석탄재를 대상으로 희토류를 회수할 수 있는 상용급 공

정 확보 전략과 잔여 비금속 물질 활용 전략 수립, 그리고 강원도 옥계

지구를 중심으로 한 희토류 소재산업 클러스터 구축 및 기술 실증, 사

업화를 위한 중앙/지방 정부 재원 지원 타당성 검토

ㅇ (기술범위(안))

  - 석탄재내 희토류 함량 분석 및 친환경 추출ㆍ회수 기술

  - 용도별 희토류 원료 회수/농축을 위한 공백기술

  - 경제성 확보를 위한 석탄재 내 희토류 농축 탄소광물화 기술 

  - 희토류 활용 소재화 상용화 기술

과제 내용

ㅇ 발전소 석탄재 활용 희토류 기술 현황 분석 및 사업 기본방향 검토

  - 국내외 정책동향, 산업동향, 연구개발 및 투자현황 분석

  - 강원도 내 발전소 현황 및 석탄재 발생량 검토를 통한 사업개요, 중점 
추진분야 및 세부기술, 미래 산업이슈 도출

  - 국내 석탄재 중 희토류 분포 기초 조사, 기 개발, 확보된 기술 검토 및 
상용화 가능성 평가

  - 국내 관련 산업계의 R&D, 기반조성, 실증, 산업생태계 구축 관련 수요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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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에 대한 실증 방안 도출, 사업화 시 추진 
전략 작성

ㅇ 석탄재 희토류 상용화 기술개발을 위한 R&D 세부 추진체계 수립

  - 강원도 제공부지 활용 사업 추진 목표 및 추진전략 수립

  - 석탄재 추출 및 회수 세부기술 확보를 위한 단계별 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 관리방안 도출

  - 석탄재 희토류 플랜트와 지원 R&D 센터의 운영 방안 및 추진 로드맵 도출

  - 상용화 기술개발 총 사업 규모 및 연차별 투자규모 산정과 추정근거 제시

ㅇ 사업 추진의 타당성 및 파급효과 도출

  - 사업 추진의 필요성‧타당성‧시의성 및 국고 지원 필요성 제시

  - 상위 계획과의 부합성,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및 연계성, 기술개발 계
획의 적절성 및 성공가능성, 사업추진 시 위험요인 및 대응방안 제시

  - 경제적‧사회적‧과학기술적 파급효과 분석  

ㅇ 자문위원회(워킹그룹 포함) 구성 및 운영

  - 산‧학‧연 전문가 pool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 국내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기획위원회 운영 및 의견 수렴

  - 운영기관 ( 예 : 강원 TP 및 민간 참여기업 등 )

ㅇ 주요 산출물

  - 기획연구보고서 및 근거자료

ㅇ 보고서 제출

  - 중간보고서 : 전담기관 요청 시 제출

  - 최종보고서 : 협약 기간 종료 시까지
주요 구축

인프라
-

안전관리 중점

사항

(대상에 한함)
-

활용방안

ㅇ 석탄재 희토류 사업의 타당성 분석 및 기대효과 분석

ㅇ 강원도 석탄재 희토류 사업 상세 계획 수립

ㅇ 석탄재 희토류 사업의 기본 방향 및 전략분석

ㅇ 국내 석탄재 희토류 제조 사업화 계획 분석

ㅇ 국내 석탄재 희토류 기술개발 현황 분석

ㅇ 해외 희토류 기술 동향 및 시장 분석

사업 기간 총 정부 출연금 166 백만 원

주관기관 □산업체 □대학 ■연구소 □비영리법인 □제한없음
참여기관 ■산업체 ■대학 ■연구소 ■비영리법인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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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탄소광물화기술 기반 희토류 제조기술 상용화

개요 및

필요성

ㅇ (개요) 강원도 소재 순환유동층 석탄화력발전소의 석탄재 희토류 추출 

기술 상용화

  - 강원도 소재 순환유동층 석탄화력발전소의 석탄재 희토류 추출 기술 

상용

ㅇ (필요성) 희토류는 금속/비금속 소재에 반드시 첨가되어야 하는 광물

질로,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는 미ㆍ중 분쟁, 한ㆍ일 갈등 

등 국제 정치 환경의 변화에 따라 소재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

  - 국가가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소재 및 전기자동차 등에 사용

되는 ‘산업의 비타민’인 희토류 소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기 

확보된 기술과 국내에서 다량 발생하는 석탄재를 활용하여 희토류 제

조기술 상용화

과제목표

ㅇ 강원도 내 발생 석탄재를 대상으로 희토류를 회수할 수 있는 상용급 

공정 확보 및 잔여 비금속 물질 활용 기술 확보, 그리고 강원도 옥계

지구를 중심으로 한 희토류 소재산업 클러스터 구축 제조기술 상용화

를 통한 사업화

ㅇ (기술범위(안))

  - 석탄재내 희토류 함량 분석 및 친환경 추출ㆍ회수 기술 상용화

  - 용도별 희토류 원료 회수/농축을 위한 공백기술 상용화

  - 경제성 확보를 위한 석탄재 내 희토류 농축 탄소광물화 기술 상용화

  - 희토류 활용 소재화 상용화 기술 상용화

과제 내용

ㅇ 석탄재 희토류 상용화 

  - 강원도 제공부지 활용 사업 추진

  - 석탄재 추출 및 회수 세부기술 상용화 개발

  - 석탄재 희토류 플랜트와 지원 R&D 센터의 운영 

ㅇ 자문위원회(워킹그룹 포함) 구성 및 운영

  - 산‧학‧연 전문가 pool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 국내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기획위원회 운영 및 의견수렴

  - 운영기관 ( 예 : 강원 TP 및 민간 참여기업 등 )

ㅇ 주요 산출물

  - 기술 상용화 보고서

ㅇ 보고서 제출

  - 중간보고서 : 전담기관 요청 시 제출

  - 최종보고서 : 협약 기간 종료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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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희토류 추출 Mini Pilot 실증 

개요 및

필요성

ㅇ (개요) 국내 순환자원으로부터 희토류 원료 확보 기술 개발을 위한 기

반 구축

  - Mini Pilot급 연구 기반 설비 및 부대 설비 구축(석탄재 3,500톤/년 

규모)

ㅇ (필요성) 신성장동력 및 4차산업에 폭넓게 활용되는 희토류 자원의 안

정적인 국내 수급을 위해 국내 보유 자원으로부터 희토류 원료를 생

산할 수 있는 기술의 확보가 필요

  - 우리나라는 세계 6위의 희토류 수입국(한국자원정보서비스, 2019) 

  - 희토류 자원은 편중 분포 및 생산 환경 차이로 국가 간 수급 불안, 

최근 국제 정치, 무역 분쟁으로 수급에 직접적인 영향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산업기술 혁신계획, 그린뉴딜 종합

계획 등 정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희토류 등 필수 소재 수급 안정

을 통한 경쟁력 강화 필수

  - 국내 희토류 자원 확보 방안은 한정적임

   · 석탄재 내 희토류 농축/추출은 환경 부담이 적고, 부산물 생산 방식

으로 경제성이 양호하며, 부산물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도 가능함

과제목표

ㅇ 석탄재 희토류 회수 기술개발을 위한 Mini Pilot 구축 및 희토류 생산

  - 농축 및 추출 공정 설계, Mini Pilot 구축

   · 농축설비 처리 용량: 석탄재 원료 3,500톤/년

   · 추출설비 처리 용량: 정광 최대 8kg/hr, 희토류 추출율 80% 이상

주요 구축

인프라
-

안전관리 중점

사항

(대상에 한함)
-

활용방안

ㅇ 석탄재 희토류 사업을 위한 기술 상용화

ㅇ 강원도 석탄재 희토류 사업 추진

ㅇ 석탄재 희토류 사업의 기본 방향 분석

ㅇ 국내 석탄재 희토류 상용화 기술개발 현황 

ㅇ 국내 및 해외 희토류 시장 분석

사업 기간 총 출연금 30,000 백만 원

주관기관 □산업체 □대학 ■연구소 □비영리법인 □제한없음
참여기관 ■산업체 ■대학 ■연구소 ■비영리법인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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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정 부산물 생산 및 활용 기술/공정 확보

  - 부산물 0.7톤/톤-석탄재 생산

  - CO2 감축 0.25톤/톤-부산물 (탄산화 가능 물질 함량 50% 기준)

  - NaOH 재 순환율 90% 이상

ㅇ 산ž연ž관 네트워킹 구축

  - 희토류 및 부산물 회수/활용 관련 업계 연계 협의: 6건 이상

ㅇ 주요 성과목표

  - 기반설비 구축: 석탄재 희토류 회수 Mini Pilot 설비 구축

  - 전문인력 양성: 2명 (공정기술 1명, 참여기업 운전 인력 1명)

  - 지적 재산권: 국내외 특허출원 2건 이상

과제 내용

ㅇ 석탄재 희토류 회수 기술개발을 위한 Mini Pilot 구축 및 희토류 생산

  - Mini Pilot 구축 공간 및 기반 설비 확보(200㎡ 이상)

  - 농축 및 추출 공정 설계, Mini Pilot 구축

   · 농축설비: 석탄재 원료 3,500톤/년 처리, 농축율(희토류 원소 함량 기

준) 100배 이상

   · 추출설비: 정광 최대 8kg/hr 처리(운전 용량 6.4kg/hr 이상), 

경, 중 희토류 및 Y, Sc 추출 가능, 희토류 추출율 80% 이상

ㅇ 공정 부산물 생산 및 활용 기술/공정 확보 및 시설 구축

  - 농축 공정으로부터 생산되는 부산물로부터 비금속 원료로 활용 가능

한 부산물 생산 공정 구축, 0.7톤/톤-석탄재 이상

  - 비금속 부산물 활용 광물탄산화 기술을 적용한 이산화탄소 고정 공

정 구축, CO2 0.1톤/톤-부산물 이상 (부산물 내 탄산화 가능 물질 함

량 20% 기준)

  - 공정 경제성 향상을 위한 NaOH 재 순환 시스템 구축, 재순환율 

90% 이상

ㅇ 국내외 관련 네트워크 구축

  - 공정 구축 및 제품/부산물 활용 시스템 등과 관련하여 국내 사업 참

여 후보 기업들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5건 이상

  - 기술 및 공정 적용 가능 지역 지자체와의 후속연구 관련 사전 협의, 

1건 이상

  - 국외 석탄재 희토류 전문 기관과의 기술 교류 및 협력 네트워크 구

축

  - 국내 희토류 분야 전문가 및 기업들과 컨퍼런스 및 기술교류회 추진  

ㅇ 전문인력 양성

  - 석탄재 희토류 공정 설계 기술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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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기업의 전문운전 기술자 1명

  - 석탄재 희토류 회수 기술보급을 위한 전문가 활용 교육 1회 이상 추

진 (대학 및 산업체 대상)

ㅇ 지적재산권 확보

  - 석탄재 희토류 회수 공정 관련 특허출원 2건 이상

주요 구축

인프라

ㅇ 석탄재 내 희토류 자원 회수가 가능한 Mini Pilot급 농축/추출 설비

ㅇ 비금속 원료 부산물 생산 설비 및 해당 부산물을 이용한 CO2 광물탄

산화 설비

안전관리 중점

사항

(대상에 한함)

ㅇ 본 시설은 석탄재 농축과 추출설비로써 대형 공정인 농축공정은 물 

기반이므로 유해물질 배출공정이 없어서 안전함 

ㅇ 석탄재 희토류 추출공정은 Acid 기반이나 원료가 시간당 최대 8kg의 

소형 공정으로 유리(초자) 재료 사용으로 유해물질 배출 위험 없음

활용방안

ㅇ 국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석탄재를 대상으로 하는 희토류 회수 기초 

연구 및 실증급 연구에 활용

ㅇ 국내 수요 기업에게 희토류 직접 제조 기술 보급

ㅇ 희토류 원료 활용 연구에 국내 생산 희토류 원료 물질 공급

ㅇ 석탄재 외 국내외 저품위 희토류 천연자원의 회수 가능성 및 경제성 

분석 연구에 테스트베드 지원

ㅇ 대학 및 산업체 대상 자원처리-금속회수 통합 공정 교육용 설비로 활용

사업 기간 총 정부 출연금 3,500 백만 원

주관기관 □산업체 ■대학 ■연구소 ■비영리법인 □제한없음
참여기관 □산업체 ■대학 ■연구소 ■비영리법인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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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저품위 석탄 비산재로부터 REE의 경제적인 추출 및 회수와 청정 부가가치 

상품 생산

개요 및

필요성

ㅇ (개요) 희토류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석탄재로부터 REE의 경제

적인 추출법 개발

ㅇ (필요성) 희토류 원료의 높은 해외 의존도가 미국의 경제 및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공급책 마련 필요 

과제목표
ㅇ 비산재로부터 친환경적인 부가가지 창출

ㅇ 저등급 석탄재로부터 질량의 2% 이상의 REE를 추출하는 시스템 개발

  - 경제적으로 실행 및 적용이 가능한 REE 추출법 개발

과제 내용

ㅇ 석탄과 석탄재의 특성분석

  - lignite와 subbituminous coal과 같은 저등급 석탄재에 초점

  - REE의 함량, 형태, 연관성 확인

  - 화학조성, mineralogy, 입자 형태 조사

ㅇ lab-scale 검사 진행

  - 분석 결과로부터 두 가지 석탄재 샘플 선정

  - REE 추출 및 농축 시험

  - 석탄재 전처리법, 산성침출, 용매추출법 시행

ㅇ 친환경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새로운 방법 평가

  - 자본, 운영비 및 세금 평가를 위한 사전 분석 완료
주요 구축

인프라
-

안전관리 중

점사항

(대상에 한함)
-

활용방안 ㅇ 희토류 원소의 해외 의존도 감소

사업 기간 총 정부 출연금

주관기관 □산업체 ■대학 □연구소 □비영리법인 □제한없음
참여기관 □산업체 □대학 ■연구소 □비영리법인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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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석탄 부산물 REE 회수의 생물흡착 적용

개요 및

필요성

ㅇ (개요) 석탄 및 부산물로부터 희토류 원소의 분리를 위한 새로운 전략

과 프로세스의 평가

ㅇ (필요성) 핵심 국가 안보 임무를 지원을 위한 희토류 요소 분리 요구

과제목표
ㅇ 생물흡착(Biosorption)을 연소 전 및 연소 후 석탄 부산물의 침출수로

부터 희토류 요소(REE) 복구를 위한 저렴하고 비용 효율적인 수단으

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

과제 내용

ㅇ 공기 양수 바이오 반응기 적용을 위한 단일 박테리아 플랫폼 요구

 - 바이오필름 밀도(단위면적당 세포 수)

 - 바이오필름 형성 효율성(세포 집단 내 표면에 부착되는 세포의 비율)

 - 바이오필름 안정성

 - REE-결합된 리간드의 밀도

 - 바이오필름의 단위 면적당 REE 흡착 용량

ㅇ REE 회수를 위한 공기 양수 바이오 반응기의 벤치 스케일의 실험을 

제공하고, 예비경제성 분석 및 사업화 계획으로 기술적 타당성을 입증

할 것으로 기대

ㅇ 공기 양수 바이오반응기에서 바이오필름 기반의 연속 흐름 시스템 개

발과 생체 공학 접근법을 사용하여 대장균에 있는 막의 안정성을 향

상

주요 구축

인프라
ㅇ 단일 박테리아 플랫폼 구축

안전관리 중점

사항

(대상에 한함)
-

활용방안 -

사업 기간 총 정부 출연금

주관기관 ■산업체 □대학 □연구소 □비영리법인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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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석탄재 내 희토류 원소의 생산량 증진 및 경제성에 관한 연구

개요 및

필요성

ㅇ (개요) 희토류 내 이트륨(Y)과 스칸듐(Sc)을 포함한 경제성이 있는 희

토류 원소 농축물과 상업화 가능한 제품 생산을 목적으로 Pilot 규모

의 공장 개발 및 시행

ㅇ (필요성) 국가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희토류 원료를 생산하기 위한 환

경 친화적 방법 개발

과제목표

ㅇ 물리적 및 화학적 농축/회수 처리 기술 과정을 통해 환경적으로 안전

하고 높은 생산량을 달성할 수 있는 시범 공장 구축

 - 물리적 선별 과정에서 0.4-1톤/일, 화학적 추출 과정에서 0.5톤 수행 

ㅇ 600톤/일 규모의 물리적 및 화학적 처리 과정에 대한 기술과 경제성

에 대한 분석을 강화

 - 7년 미만의 투자수익률로 상업용 규모(하루 수백톤 처리) 공장 설계

과제 내용

ㅇ 석탄재 내 희토류 회수를 위한 모듈식, 운반 가능한 Pilot 규모의 물리

적 및 화학적 처리 공장의 개발 및 시연

ㅇ 시험 공장 운영 데이터와 기술 경제 모델의 강화 및 검증을 통한 상

업용 규모의 공장 설계

ㅇ 석탄재 내 희토류를 생산하기 위한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석탄 채굴 

및 석탄 연소 폐기물 제품 생산하여 활용

 -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경제 성장에 기여

주요 구축

인프라
ㅇ 상업용 규모의 공장 설계 이전에 데이터 수집 및 시범 제품 생산 목

적의 시험 공장 구축 

안전관리 중점

사항

(대상에 한함)
-

활용방안 -

사업 기간 총 정부 출연금

주관기관 □산업체 □대학 ■연구소 □비영리법인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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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석탄광 폐기물 내 희토류 원소 회수 실험

개요 및

필요성

ㅇ (개요) 석탄 물질 분석 및 특성화와 희토류 처리 및 정화 기술 개발을 

위한 설비 설계 및 분석

 - 모듈식과 휴대가 가능한 교환/연속 크로마토그래피(CIX/CIC) 기술 활용

ㅇ (필요성) 신재생 에너지 및 4차 산업에 활용되는 희토류 원료의 미국 

내 안정적인 공급과 가격 경쟁력을 갖춘 친환경적 생산 시설 필요

과제목표

ㅇ 석탄과 석탄 부산물을 통한 초기단계의 희토류 생산 시설 구축

 - 희토류 산화물 4.5kg/1일 생산

ㅇ 석탄 및 석탄 부산물의 원료 분석과 상업화 가능성에 대한 경제성 분석

을 수행하여 희토류의 순도 및 생산 가능성 산출    

과제 내용

ㅇ 물리적으로 이점을 가진 화학적 추출 과정을 통해 희토류 생산 뿐만 아

니라 점토 물질 석탄 부산물 등 공동 생산 예정

ㅇ 선광 후, CIX/CIC 기법을 사용하여 희토류 원소를 개별적으로 분리 후 

추출

ㅇ (기대효과) 애팔래치아 석탄 부산물과 관련된 광업 및 희토류 생산 과

정의 경제적 타당성 판단 가능

 - 본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에 따라 희토류 회수 설비 및 현장 테스트를 

포함하는 다음 개발 단계 진행이 결정됨

주요 구축

인프라

ㅇ 석탄 물질을 식별하고 특성화 할 수 있는 시설

ㅇ 희토류 원소 처리 및 정화 모듈식 설비 

안전관리 중점

사항

(대상에 한함)
-

활용방안 -

사업 기간 총 정부 출연금

주관기관 ■산업체 □대학 □연구소 □비영리법인 □제한없음

참여기관 ■산업체 ■대학 □연구소 ■비영리법인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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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고급 선별 기술을 이용한 석탄 및 석탄 부산물 제품 생산

개요 및

필요성

ㅇ (개요) 희토류 원료 공급 안정화 및 희토류 원료 확보 기술 개발을 위

한 기반 구축

ㅇ (필요성) 신재생 에너지 및 4차 산업에 활용되는 희토류 원료의 미국 

내 안정적인 공급과 가격 경쟁력을 갖춘 친환경적 생산 시설 필요

과제목표

ㅇ 석탄과 석탄 부산물을 통한 초기단계의 희토류 생산 시설 구축

 - 90-99 % 순도의 희토류 산화물 4.5 kg/1일 생산

ㅇ 석탄 및 석탄 부산물의 원료 분석과 상업화 가능성에 대한 경제성 분석

을 수행하여 희토류의 순도 및 생산 가능성 산출    

과제 내용

ㅇ 타당성 분석을 위한 실험실 테스트 수행

 - 파/분쇄 실험

 - 자력 선별 실험

 - 부유 선별 실험

 - 응집력 제어 실험

 - 이온 침출 및 교환성 실험

 - 용액 추출 실험

 - 기계적 탈수 실험

 - 고체 농밀화 실험

ㅇ 실험 데이터를 통한 희토류 회수 및 처리 과정 최적화

ㅇ 희토류 원료 생산과 더불어 청정 석탄 부산물을 공동 생산 

 - 희토류 제품 외에도 설비 원가 절감 및 장기적인 경제성 상승에 기여

주요 구축

인프라
ㅇ 공급 원료를 변화시킬 수 있고, 기술 업그레이드를 수용할 수 있는 재

구성 가능한 모듈을 이용한 설비 구축

안전관리 중

점사항

(대상에 한함)
-

활용방안 -

사업 기간 총 정부 출연금

주관기관 ■산업체 □대학 □연구소 □비영리법인 □제한없음

참여기관 ■산업체 ■대학 □연구소 ■비영리법인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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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폐희토자석으로부터 희토류 금속 회수를 위한 고생산성 회수기술 개발   

개요 및

필요성

ㅇ (개요) 국내 발생 희토류 함유 주요 2차자원인 폐희토자석으로부터 경·

중희토류의 선택적 고속 추출 및 정제 후 용융염전해에 의한 자석 원

료용 고순도 희토류 금속 회수기술 개발  

ㅇ (필요성) 전기자동차 및 풍력발전 등 신산업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향후 희토류 금속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나 특정국가 의존도 

탈피에 따른 희토류 공급 불안정 해소 및 국내 수급 안정화를 위한 희

토류 회수기술 자립화 필요  

  -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에 따르면 

현재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수송기기를 전기차로 확대 전환 예정임

  -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에 따르면 현재 약 7%인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태양광·풍력을 중심으로 2030년 약 20%로 확대할 예정임

  - 전기차 및 풍력발전 확대보급 시 고성능 Nd 영구자석의 사용이 필수

적이나 희토류 자원의 경제적 채굴 및 생산, 환경규제 등의 영향으로 

중국이 세계 희토류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미중 희토류 갈등과 같이 중국의 희토류 자원에 대한 자

원무기화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세계 각국은 희토류 자원의 

안정적 조달 체계 구축에 집중하고 있음

  - 따라서 경제적 채광이 가능한 희토류 광물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의 경

우 폐Nd 자석과 같은 희토류 함유 2차자원으로부터 경·중 희토류 회수

기술 개발이 향후 매우 중요함

과제목표

ㅇ 선택염화법을 이용한 폐희토자석 내 희토류의 선택적 고속 추출기술

  - 희토류 추출률: 98% 이상

  - 희토류 추출속도: 60%p/hr 이상 (원료 내 희토류 총량 대비)

ㅇ 원심분리형 용매추출기를 이용한 혼합 희토류 용액으로부터 희토류 원

소 분리기술 

  - Nd,Pr/Dy/Tb 산화물 순도: 99.9% 이상

  - 희토류 원소별 회수율: 98% 이상

  - 추출 처리규모 : 100L/day

ㅇ 용융염전해법을 이용한 고순도 희토류 금속 제조기술

  - Nd 및 Dy 금속순도: 99.9% 이상

  - 용융염전해 전류효율: 75% 이상

과제 내용 ㅇ 선택염화법을 이용한 폐희토자석 내 희토류의 선택적 고속 추출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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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산소 함유 폐희토자석 분말 원료 제조를 위한 파분쇄 기술 개발

  - 저에너지 및 희토류 고속 추출을 위한 염화제 선정

  - 희토류 추출률 최적화를 위한 반응온도, 시간, 염화제 사용량 등 선택

염화반응 공정변수 최적화

  - 폐희토자석의 선택염화반응의 속도론적 모델 구축 

ㅇ 원심분리형 용매추출기를 이용한 혼합 희토류 용액으로부터 희토류 원

소 분리기술

  - 원심분리형 고속 추출설비 특성 개량

  - 고효율 추출제 선정 및 추출 시스템 개발

  - 원심분리형 추출설비에 의한 희토류 원소별 분리 공정 확립

ㅇ 용융염전해법을 이용한 고순도 희토류 금속 제조기술

  - 전해지지염, 전해온도, 전류밀도 등 용융염전해 공정변수 최적화

  - 용융염전해 시 희토류 산화환원전위 분석을 위한 CV 측정

  - 회수 희토류금속 내 불순물 저감 기술

  - 고순도 회수 희토류금속의 Nd 자석제조용 원소재 사용 평가    

주요 구축

인프라

ㅇ 폐희토자석 내 희토류 원소의 선택적 추출을 위한 선택염화 설비

ㅇ 희토류 원소 간 고속 분리를 위한 원심분리형 용매추출 설비 

ㅇ 고순도 희토류 금속 제조를 위한 용융염전해 설비

안전관리 중점

사항

(대상에 한함)

ㅇ 선택염화공정의 경우 염화제로써 독성의 염소가스를 사용하지 않고 금

속염화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ㅇ 용융염전해공정의 경우 전해지지염으로 불화물을 사용하나 전압 제어를 

통해 불소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조건에서 전해를 실시하기 때문에 안

정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활용방안

ㅇ 국내에서 발생하는 폐희토자석으로부터 희토류 금속을 회수하는 상용화

급 공정 개발 시 적용 가능

ㅇ 국내 수요 기업에게 폐희토자석으로부터 희토류 회수를 위한 핵심 요소

기술 보급

ㅇ 국내 희토류 광산 개발 시 고순도 희토류산화물 및 희토류 금속 제조공

정 개발 시 적용 가능

ㅇ 국내 희토류 함유 2차자원으로부터 회수된 희토류 금속의 Nd 자석 원

소재 사용에 따른 국내 Nd 자석 산업생태계 구축

사업 기간 총 정부 출연금 2,500 백만 원

주관기관 □산업체 ■대학 ■연구소 ■비영리법인 □제한없음
참여기관 □산업체 □대학 □연구소 □비영리법인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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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저비용 희토류의 산광배수 슬러지 복구

개요 및

필요성

ㅇ (개요) 산성 광산 배수(AMD) 슬러지로부터 희토류(REE) 등의 전략광물 

추출을 위한 막 기반의 bench-scale 시스템 개발

ㅇ (필요성) 희토류 자원의 가격 급등 등으로 인해 희토류 원료의 자급자

족이 필요

과제목표

ㅇ AMD로부터 REE를 선별, 선광 및 회수할 수 있는 bench-scale 시스템 

설계

  - bench-scale의 개념증명 시행

ㅇ Flow-through 시스템 및 더 큰 규모의 프로토타입 시스템으로의 전환

에 필요한 선별 조건 선정

  -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AMD fluid process의 경제적 성능 평가

ㅇ 에너지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REE 회수

과제 내용

ㅇ AMD 현장의 수질분석

  - REE 농도, 용해된 금속 농도, 주요 수질 특성 분석

ㅇ bench-scale 공정변수 조절

  - water chemistry 조절

  - 나노여과막의 monovalent/multivalent 분리 성능 확인

  - affinity media chemistry 및 REE 용매 회수 조절

 

주요 구축

인프라
-

안전관리 중점

사항

(대상에 한함)
-

활용방안
ㅇ 광산폐수를 이용한 희토류 원소 및 주요광물 회수

  - 광산폐수 처리 및 경제적인 REE 회수 시스템

사업 기간
총 정부 출연

금
주관기관 □산업체 □대학 ■연구소 □비영리법인 □제한없음
참여기관 ■산업체 □대학 □연구소 □비영리법인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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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Nd 자석용 원소재 제조를 위한 폐Nd자석의 건·습식 업사이클링 기술 개발  

개요 및

필요성

ㅇ (개요) 국내 발생 폐Nd자석으로부터 희토류 회수 및 Nd 자석용 고순도 

희토류 금속 제조를 위한 폐Nd 자석 파분쇄, 희토류 농축, 분리 정제 

및 용융염전해 기반 폐Nd자석의 건·습식 업사이클링 기술 개발 

ㅇ (필요성) 희토류 금속은 향후 국가 주요산업인 전기자동차 및 풍력발전

에 사용되는 Nd자석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나 중국 의존도가 매우 극심

하여 국제 정치적 환경 변화에 따른 공급 불안정성이 매우 큰 금속으

로써 국내 희토류 원소의 수급 안정화를 위해 국내 희토류 함유 2차자

원의 업사이클링 기술 개발에 의한 희토류 회수기술 자립화 필요  

  -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및 에너지전환 로드맵 등 정부 정책에 따라 

향후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 및 태양광·풍력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중

심의 에너지산업 재편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4차산업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고성능 Nd 자석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고온에서도 자성특성 유지가 요

구되어 Nd, Pr, Dy, Tb 금속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자원 측면에서 국내 가용 중인 희토류 광산이 없으며 희토류 

자원의 경제적 채굴 및 생산, 환경규제 등의 영향으로 중국이 세계 희

토류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으며 최근 미중 희토류 갈등과 같이 중국의 

희토류 자원에 대한 자원무기화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음

  - 따라서 희토류 함유 2차자원의 활용에 의한 희토류의 안정적 조달 체

계 구축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한 관련기술 개발이 매우 시급

과제목표

ㅇ 수소화법을 이용한 폐희토자석의 파분쇄 기술

  - 희토류 원소의 수소화율: 98% 이상

  - 희토류 원소의 산소 농도 증가율: 50% 이하

ㅇ 용매금속을 이용한 폐희토자석으로부터 희토류 농축 기술 

  - 희토류 원소 농축률: 95% 이상

  - 희토류 원소 회수율: 98% 이상

ㅇ 고순도 희토류화합물 제조를 위한 침출 및 분리정제 기술 

  - Nd,Pr/Dy/Tb 산화물 순도: 99.9% 이상

  - 희토류 원소별 회수율: 98% 이상

  - 추출 처리규모 : 100L/day

ㅇ 용융염전해법을 이용한 고순도 희토류 금속 제조기술

  - Nd 및 Dy 금속순도: 99.9% 이상

  - 용융염전해 전류효율: 75% 이상

과제 내용
ㅇ 수소화법을 이용한 폐희토자석의 파분쇄 기술

  - 수소화 온도 및 시간 최적화에 따른 희토류 수소화율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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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소화 시 희토류 원소의 산소 오염 최소화 기술 

  - 수소화 시 희토류산화물 및 폐Nd자석 내 불순물 거동 분석

ㅇ 용매금속을 이용한 폐희토자석으로부터 희토류 농축 기술

  - 희토류 농축을 위한 최적 용매금속 선정  

  - 농축온도 및 수소 농도 등 농축공정변수 최적화에 따른 농축화율 향상

  - 회수 철의 재사용을 위한 고순도화 기술개발

ㅇ 고순도 희토류화합물 제조를 위한 침출 및 분리정제 기술

  - 원심분리형 고속 추출설비 특성 개량

  - 고효율 추출제 선정 및 추출 시스템 개발

  - 원심분리형 추출설비에 의한 희토류 원소별 분리 공정 확립

ㅇ 용융염전해법을 이용한 고순도 희토류 금속 제조기술

  - 전해지지염, 전해온도, 전류밀도 등 용융염전해 공정변수 최적화

  - 용융염전해 시 희토류 산화환원전위 분석을 위한 CV 측정

  - 회수 희토류금속 내 불순물 저감 기술

  - 고순도 회수 희토류금속의 Nd 자석제조용 원소재 사용 평가

주요 구축

인프라

ㅇ 저산소 오염 폐Nd자석 분말 제조를 위한 수소화-탈수소화 설비

ㅇ 폐희토자석 내 희토류 원소의 선택적 농축을 위한 농축화 설비

ㅇ 희토류 원소 간 고속 분리를 위한 원심분리형 용매추출 설비 

ㅇ 고순도 희토류 금속 제조를 위한 용융염전해 설비

안전관리 중

점사항

(대상에 한함)

ㅇ 수소화 및 폐Nd자석 내 희토류 원소의 농축 과정 시 유해한 화학물질 

사용이 없어 안정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ㅇ 용융염전해공정의 경우 전해지지염으로 불화물을 사용하나 전압 제어를 

통해 불소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조건에서 전해를 실시하기 때문에 안

정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활용방안

ㅇ 국내에서 발생하는 폐희토자석으로부터 희토류 금속을 회수하는 상용화

급 공정 개발 시 적용 가능

ㅇ 국내 수요 기업에게 폐희토자석으로부터 희토류 회수를 위한 핵심 요소

기술 보급

ㅇ 국내 희토류 광산 개발 시 고순도 희토류산화물 및 희토류 금속 제조공

정 개발 시 적용 가능

ㅇ 국내 희토류 함유 2차자원으로부터 회수된 희토류 금속의 Nd 자석 원

소재 사용에 따른 국내 Nd 자석 산업생태계 구축

사업 기간 총 정부 출연금 1,500 백만 원

주관기관 □산업체 ■대학 ■연구소 ■비영리법인 □제한없음
참여기관 □산업체 □대학 □연구소 □비영리법인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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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무산/무염기 건식 액상금속법을 활용한 경-중희토류 추출 및 고순도화 

핵심기술개발

개요 및

필요성

ㅇ (개요) 고순도 중희토류 추출을 위한 친환경 pyrometallurgy process 개

발 및 소재화에 관한 기술개발

ㅇ (필요성) 세계 희토류 공급량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은 불법채굴

단속, 희토류 거래 규제 및 희토류생산업체 통합등의 정책을 시행함으

로써 자원 무기화를 통해 희토류자원의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

음

  - 희토자석 사용량은 ‘16년 8.8만톤(에서 ’20년 12.7만톤으로 CAGR 

10.3%으로 예상되며 전기자동차(‘16년도:250만대→’20년도:651만대)와 

풍력발전(‘16년도:486GW→’20년도:741GW)의 수요급증의 예상되어 최근 

Nd, Dy 가격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재활용방법이 대두되고 있으나 기존 재활용공정은 

희토류 제련, 정련과 같은 환경오염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새로운 친환

경 공정개발이 요구되고 있음

  - 희토류 재활용 공정에서 효율성이 높은 소재는 영구자석으로 자석내의 

희토류 함유량은 33wt.%(Nd, Dy)로 다른 소재부품보다 많은 희토자원

이 포함되어 있어 자원수입국인 우리나라는 희토자원무기화 회피방안

으로 희토자석 재활용 기술개발이 필수적임

  - 특히 고특성 희토자석에는 Dy의 함유량이 약 10wt.%로 경희토류인 

Nd 보다 지역적 편중성(중국 남부지방에서 생산)과 매장량이 제한적이

어서 수급이 매우 힘든 상황이며 가격 또한 5배이상으로 형성됨

과제목표

ㅇ 친환경 저온액상금속을 활용한 경희토와 중희토 금속 직접회수 원천기

술개발

  - 고속/고효율 추출 공정을 위한 전처리 원천기술 개발

  - 저온 액상금속법을 활용한 경희토류와 중희토류 추출 공정 원천기술 

개발

  - 액상금속 분리 기술 및 기상공정을 통한 경-중 희토류 고순도화 원천

기술 개발

  - 희토류 응용을 위한 희토자석 합금화 기술 개발

ㅇ 개발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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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기술/제품 성능지표 단위 달성목표
국내최고

수준

세계최고수준
(보유국, 기업/기

관명)

1
최소 용매금속 투입율 
(추출 후 용매금속 내 

REE 중량)
% ≥ 80 24

67%, 
(일본, Univ. of 

Tokyo) 

2
희토류 회수율

(추출 희토류량/폐자석 내 
희토류량)

% ≥ 99 96.5
97%, 일본, 

(일본, Univ. of 
Tokyo)

3
최소 추출속도

(희토류  회수율 99% 기
준/공정시간)

%/hr  ≥ 9.9 -
8.25 %/hr

(일본, Hitachi)

4
희토류 추출

최소 공정 온도
oC ≤ 900 -

1,060 oC
(일본, Hitachi)

5 희토류금속 순도 wt% ≥ 99.5 -
98%

(일본, Hitachi)

6
중 희토류 추출율

(추출된 중 희토 총량/자
석 내 중 희토 총량)

% ≥ 90 -
66%

(일본, Hitachi)

7
스크랩 분쇄

입자크기
㎛ ≥ 300 -

300~700
(일본, Hitachi)

 

과제 내용

ㅇ 고속/고효율 추출 공정을 위한 전처리 원천기술 개발

  - 희토자석 표면불순물제거 및 고속/고효율 scrap 분말 입자 제어 기술 

ㅇ 저온 액상금속법을 활용한 경희토류와 중희토류 추출 공정 원천기술 개

발 

  - 무산/무염기 저온 액상금속법을 활용한 희토자석과 저온금속 간의 경

희토류추출 공정기술

  - 다원계/저융점/고효율 액상금속 조성 최적화 

  - 희토자석에 포함된 중희토류 추출반응 모듈설계 및 추출율 향상을 위

한 공정기술  

ㅇ 액상금속 분리 기술 및 기상공정을 통한 경-중 희토류 고순도화 원천기

술 개발

  - 기지-상 분리기술 개발을 통한 희토류분리 기술

  - 기상법을 활용한 경희토류와 중희토류 고순도화

ㅇ 희토류 응용을 위한 희토자석 합금화 기술 개발

  - 상용 희토주조자석 합금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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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구축

인프라 ㅇ 중희토류 추출 개선 시스템

안전관리 중점

사항

(대상에 한함)

ㅇ 본 시스템은 무산/무염기의 건식 공정을 활용하여 희토류를 추출하는 

시스템으로서 비교적 고온에서 공정이 이루어지나 유해물질 발생의 위

험이 없어 안전함 

활용방안

ㅇ 희토류 재활용 적용 소재 확대

  - 폐자원 재활용 효율성 극대화

ㅇ 난 분리성 희토류 친환경 회수기술 개발

  - 4차 산업 핵심소재 공급루트 확보

ㅇ 산업 환경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수급경쟁 대응

ㅇ 고특성 소재화 및 수요중심연구로 실효성 제고

ㅇ 희토류 금속 확보로 4차 산업 성장선도

ㅇ Circular Recycling Society 구현

  - 생활환경 쾌적화, 안정화 

ㅇ 희토류 재활용 분야 일자리 창출

사업 기간 총 정부 출연금 5,000 백만 원

주관기관 □산업체 □대학 ■연구소 □비영리법인 □제한없음
참여기관 ■산업체 ■대학 ■연구소 ■비영리법인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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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폐모터 활용 친환경 희토류 회수 및 영구자석 소재 제조기술

개요 및

필요성

ㅇ (개요) 폐모터에 포함된 희토류 영구자석으로부터의 희토류 회수・고

성능 영구자석 소재화 및 영구자석 제조 기술 개발 

ㅇ (필요성) 친환경 수송기기 보급 증가에 따른 대량 발생 폐모터 재활용

을 위한 국가적 차원 지원 필요

  - 전기차 등 친환경 수송기기 시장의 확대에 따라 희토류 영구자석 기

반의 구동 및 전장모터 사용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부터 

발생되는 사용후 폐모터의 처리 대책 시급한 실정 

  - 수거된 폐 희토자석은 재활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저가로 전량 해외 

반출 중으로, 이를 국내에서 재활용하여 하여 원료확보 및 밸류체인 

강화에 활용 필요

과제목표

ㅇ 폐모터내 영구자석으로부터의 자동화 기반 희토류 회수 및 희토류 영

구자석 제조 기술 개발    

  - 희토류 영구자석 함유 폐모터 수거 네트워크 확보 및 해체·선별 시스

템 구축

  - 친환경 건식 희토류 회수 기술 개발 (폐자석 처리량 100kg/day 이상, 

회수율 98% 이상, 순도 99.5% 이상)

  - 영구자석 소재 설계 및 제조 기술 개발

  - 잔류자화 1.3T 이상의 고보자력 하이브리드 영구자석 소재 개발

ㅇ 개발목표

성능지표 단위
달성목

표
국내최고수

준

세계최고수준
(보유국, 

기업/기관명)

1 폐자석 처리량 kg/day 100 
이상 - -

2 희토류 회수율 % 98 이상 95 96.6 (일본, 
Hitachi)

3  희토류 순도 
(재활용) % 99.5 

이상 98 98 (일본, 
Hitachi)

4 영구자석 
잔류자속밀도 T 1.3 1.2

1.25
(일본, 신네츠)

5 영구자석 보자력 kOe 20 이상 15 17
(일본, 신네츠)

과제 내용

ㅇ 영구자석 함유 폐모터 수거를 위한 네트워크 확보

ㅇ 폐모터 분리/해체 및 폐자석 회수 공정 상용 플랫폼 개발

ㅇ 폐자석 재활용을 위한 도금층 제거-탈자-파분쇄 등 전처리 공정 상용 

플랫폼 개발  

ㅇ 고순도 희토회수를 위한 M-Halide계 교환 반응 및 전해정련 기술개발

ㅇ 가스정밀반응 및 변형공정 기반 폐자석 활용 고가성비 희토자석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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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폐자석 정련 희토를 사용한 Binary alloy method 기반 원가절감형 영

구자석 개발

ㅇ 다양한 제조-소결-후처리 조건에서 제조된 소재의 특성 평가 및 데이

터 구축 
주요 구축

인프라

ㅇ 희토류 영구자석 함유 폐모터 해체 및 폐자석 회수/선별 시스템

ㅇ 폐자석 파분쇄 시스템

안전관리 중점

사항

(대상에 한함)

ㅇ 본 시스템은 폐모터 및 폐자석의 물리적 해체/회수/선별을 위한 시스

템으로 유해물질 배출 위험이 없어 안전함

ㅇ 본 시스템은 폐자석 재활용 공정에서 효율 증대를 위하여 물리적으로 

폐자석을 파⋅분쇄 하는 시스템으로 유해물질 배출이 일어나지 않아 

안전함 

활용방안

ㅇ 친환경자동차 패러다임의 변경과 더불어 세계적으로 희토자석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예상되는 희토류 원소재 가격 상승 및 수

급 불안정에 대한 기술적 해결방안 제시.

ㅇ 국내 최초 폐자원으로 부터 고부가가치 소재 제조를 위한 친환경적 

소재기반 기술토대를 구축함으로서 국내 산업폐기물 처리에 대한 해

결방안 제시 및 국내 희토업체의 사업화 실현 기반 조성

ㅇ 전통적 재활용 산업의 저품질화 및 저부가가치화 극복을 위한 핵심기

술 개발에 의해 국내 희토 제련산업의 사업체질 개선하고 국제적인 

기술경쟁력 강화

ㅇ 환경규제 대응 유해물질 배출 및 에너지소비 저감 독자적 제련기술개

발 하고, 고성능 희토자석 제조기술 확보에 의해 국내 친환경자동차 

등 완성품 업체의 대외 수출경쟁력 강화 가능. 

사업 기간 총 정부 출연금 7,700 백만 원

주관기관 ■산업체 □대학 □연구소 □비영리법인 □제한없음
참여기관 ■산업체 ■대학 ■연구소 ■비영리법인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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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열플라즈마 장비를 활용한 희토류 산화물 분말 재활용 기술 개발

개요 및

필요성

ㅇ (개요) 기존의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 장비의 내부제의 열 플라즈마 

용사 코팅 공정에서 발생되는 다량의 이트리아 분말의 회수 및 정제 

기술 개발 

ㅇ (필요성) 열 플라즈마 용사 공정에 필요한 이트리아 분말의 과립화 공

정에서 약 10~20% 정도의 이트리아 분말의 손실이 발생

  - 열 플라즈마 용사 코팅 공정에서 약 30~50% 정도의 범위에서 이트

리아 분말의 손실이 발생

  - 최근 중국과 일본의 분쟁에서와 같이 희토류 자원에 대한 자원 무기

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수급 불균형으로 희토류 분말의 가격에 

급등하고 있음

  - 이트리아 분말의 경우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 장비의 내부재 제작에

서 필수적인 소재로 사용양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열 플라즈마 용사 코팅 공정에서 발생되는 이트리아 분말의 손실을 

줄이고 손실되는 이트리아를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기술에 대한 필요

성이 제기됨

  - 현재 이트리아 분말은 전량이 외국에서 수입되어 사용되어 지고 있기 

때문에 이트리아 분말의 안정적인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손실되는 

이트리아의 재활용 기술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

  - 손실되는 이트리아 분말의 재활용 기술 개발은 궁극적으로 반도체/디

스플레이 공정 장비 내부재의 안정적인 공급과 가격 안정을 통해 반

도체/디스플레이 관련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통한 지속 성장을 가능케 

하는 데에 시급히 필요한 기술임

과제목표

ㅇ 용사 코팅에 사용되는 이트리아 분말 중 분말의 과립화 공정과 용사 

코팅 공정 중에 손실되는 부분을 효과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

ㅇ 회수된 폐 이트리아 분말을 고순도로 정제하고 플라즈마 용사를 통해 

재활용 가능한 이트리아 분말 제조 기술 개발

ㅇ 개발목표

 

핵심 기술/제품 성능지표 단위 달성목표
국내최

고수
준

세계최고수준
(보유국, 기업/

기관명)

분말회수율 % 90 이상 - -

제처리율 % 90 이상 - -

순도 % 99.5 - -

입도 ㎛ 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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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용사 코팅용 이트리아 분말 과립 제조 시 발생하는 폐 이트리아 분말

의 회수 기술개발 

ㅇ 용사 코팅 중 발생하는 폐 이트리아 과립의 회수 기술 개발 

ㅇ 회수된 폐 이트리아 분말 및 과립의 정제 기술 개발

ㅇ 폐 이트리아 분말/과립의 열 플라즈마 용사를 통한 미세 분말 제조 기

술 개발  

과제 내용

주요 구축

인프라
-

안전관리 중점

사항

(대상에 한함)

ㅇ 본 시스템은 건식 공정을 활용하여 희토류를 재활용하는 시스템으로서 

비교적 고온에서 공정이 이루어지나 유해물질 발생의 위험이 없어 안

전함 

활용방안

ㅇ 재활용 이트리아 분말 과립의 제조 및 활용 

ㅇ 고순도의 재활용 이트리아 분말을 활용하여 열 플라즈마 용사 코팅에 

사용되는 이트리아 분말 과립의 제조에 활용 

ㅇ 재활용 이트리아 분말을 활용하여 이트리아 소결체의 제작이나 최근 

이트리아 대체 소재로 부각되고 있는 이트리아

ㅇ 알루미나 복합체의 제조에 활용 

ㅇ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내부재 이트리아 코팅 활용 

ㅇ 고순도 재활용 이트리아 분말의 경우 과립화 공정을 거쳐 반도체/디스

플레이 장비 내부재의 코팅막 형성에 사용 

ㅇ 타 분말 재활용 및 제조에 활용 

ㅇ 열 플라즈마 용사 공정을 통해 이트리아뿐만 아니라 기타 산화물, 비

산화물 및 금속 분말의 재활용과 제조에 활용

사업 기간 총 정부 출연금 144 백만 원

주관기관 □산업체 □대학 ■연구소 □비영리법인 □제한없음
참여기관 ■산업체 ■대학 ■연구소 ■비영리법인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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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폐전자기기/자동차 영구자석으로부터 희토류원소 회수기술 개발

개요 및

필요성

ㅇ (개요) NdFeB계 폐 영구자석에서 희토류 원소 회수 및 고순도 원료 

소재화 기술 

ㅇ (필요성) 네오디뮴(Neodymium, Nd)은 NdFeB 영구자석의 주요 소재

로서 최근 전 세계 수요량 증가율이 50% 이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

에 따라, 국내 사용후 폐자석 발생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

정임

  - 현재 국내에서는 영구자석이 포함되어 있는 모터를 고철로서 처분하

고 있어, Nd 희토류 자원의 손실이 심각하며, 이에 대한 순환 활용 

기술개발이 시급한 상황임

  - 특히, 자원빈국인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품위 고가자원인 NdFeB계 폐

자석의 순환활용은 폐자원 저감에 의한 환경 문제 해결과 더불어 원

료 수급체계 구축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

  - 본 과제를 통하여 NdFeB계 폐자석의 친환경/고효율 재활용 공정 기

술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NdFeB계 자석의 자원 순환 구조 체

계 활성화 를 이루고자 함

과제목표

ㅇ 폐전자기기/자동차 영구자석 모터/스크랩으로부터 희토류 원소 회수 

및 유용자원 고부가 원료 소재화 순환활용 기술개발

ㅇ 네오디뮴(Nd)/디스프로슘(Dy) 침출공정 확립 (침출율 ≥ 90%)

ㅇ 네오디뮴(Nd)/디스프로슘(Dy)분리/회수공정 확립( 회수율 ≥ 95%)

ㅇ 네오디뮴/디스프로슘 고순도 분리정제 및 원료소재 제조공정 확립 (순

도 ≥ 99.9%)

ㅇ 철부산물 이용 고부가가치 고순도 철 나노분말 제조공정 확립

ㅇ Near zero-emission 일괄공정 확립에 의한 순환활용 실용화 적용기술 

개발

  - Pilot plant 장치 운용에 의한 일괄공정 최적화

ㅇ 개발 목표

핵심 기술/제품 성능지표 단위
달성목

표
국내최고

수준

세계최고수
준

(보유국, 기
업/기관명)

1
Nd-Dy 및 Fe 선택적 

침출율
%

Nd-Dy ≥ 85 - -
Fe ≤ 30 - -

2 Nd-Dy 침출율 % 90 90 80

3
Nd-Dy 회수율 및 순

도
%

회수율 95 95 90
순도 99 99 90

4
Nd-Dy 화합물 제조 

순도
% 99.9 98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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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내용

ㅇ 전처리 기술 개발

ㅇ 선택적 침출 기술/저에너지 침출 기술 개발

ㅇ 철부산물 고부가가치화 기반 기술 연구

ㅇ Nd/Fe 선별 공정 연구

ㅇ 고효율 Nd/Dy 분리회수 공정 개발

ㅇ 철부산물 고부가가치 화합물 제조 기술 개발

ㅇ 폐영구자석/스크랩 전처리-침출 및 희토/비희토 분리정제 Pilot plant 

구축

ㅇ 철 부산물 고부가가치화 제조 공정 개발

ㅇ NaOH 침지-침출 원천 기술 개발

ㅇ Nd/Dy 분리정제 및 희토류 회수 일괄 공정 확립

ㅇ NaOH 침지 공정 기술 개발

ㅇ 폐영구자석/스크랩으로부터 Nd/Dy 회수 일괄공정 Pilot Plant 운용 최

적화
주요 구축

인프라
ㅇ Nd/Dy 회수 일괄공정 시스템

안전관리 중점

사항

(대상에 한함)

ㅇ 습식 공정 기반으로 하여 Nd/Dy 분리 및 회수를 실시하여 각 공정에

서 사용되는 산, 유기용매 등은 취급에 유의하여야 함

활용방안

ㅇ Phase-1 연구 개발 종료 후 참여기업을 주관으로 한 Phase Ⅱ 실증사

업화 연구과제 추진

ㅇ Phase-1 연구개발 성과 기술이전

ㅇ Phase-1 연구에서 구축된 실용화 공정을 활용하여 참여기업에서 사업

화 추진 

ㅇ 중국내 현지 NdFeB계 영구자석 생산 공장 사업 네트워크를 통한 중

국내 기술이전 및 시장진출 추진

사업 기간 총 정부 출연금 2,330 백만 원

주관기관 □산업체 ■대학 ■연구소 □비영리법인 □제한없음
참여기관 ■산업체 ■대학 ■연구소 ■비영리법인 □제한없음



- 285 -

과제명 폐모터 활용 친환경 희토류 회수 및 영구자석 소재 제조기술

개요 및

필요성

ㅇ (개요) 폐모터에 포함된 희토류 영구자석으로부터의 희토류 회수・고

성능 영구자석 소재화 및 영구자석 제조 기술 개발 

ㅇ (필요성) 친환경 수송기기 보급 증가에 따른 대량 발생 폐모터 재활용

을 위한 국가적 차원 지원 필요

  - 전기차 등 친환경 수송기기 시장의 확대에 따라 희토류 영구자석 기

반의 구동 및 전장모터 사용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부터 

발생되는 사용후 폐모터의 처리 대책 시급한 실정 

  - 수거된 폐 희토자석은 재활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저가로 전량 해외 

반출 중으로, 이를 국내에서 재활용하여 하여 원료확보 및 밸류체인 

강화에 활용 필요

과제목표

ㅇ 폐모터내 영구자석으로부터의 자동화 기반 희토류 회수 및 희토류 영

구자석 제조 기술 개발    

  - 희토류 영구자석 함유 폐모터 수거 네트워크 확보 및 해체·선별 시스

템 구축

  - 친환경 건식 희토류 회수 기술 개발 (폐자석 처리량 100kg/day 이상, 

회수율 98% 이상, 순도 99.5% 이상)

  - 영구자석 소재 설계 및 제조 기술 개발

  - 잔류자화 1.3T 이상의 고보자력 하이브리드 영구자석 소재 개발

ㅇ 개발목표

성능지표 단위
달성목

표
국내최고

수준

세계최고수준
(보유국, 

기업/기관명)

1 폐자석 처리량 kg/d
ay

100 
이상 - -

2 희토류 회수율 % 98 
이상 95 96.6 (일본, 

Hitachi)

3  희토류 순도 
(재활용) % 99.5 

이상 98 98 (일본, 
Hitachi)

4 영구자석 
잔류자속밀도 T 1.3 1.2

1.25
(일본, 신네츠)

5 영구자석 보자력 kOe 20 
이상 15 17

(일본, 신네츠)

과제 내용

ㅇ 영구자석 함유 폐모터 수거를 위한 네트워크 확보

ㅇ 폐모터 분리/해체 및 폐자석 회수 공정 상용 플랫폼 개발

ㅇ 폐자석 재활용을 위한 도금층 제거-탈자-파분쇄 등 전처리 공정 상용 

플랫폼 개발  

ㅇ 고순도 희토회수를 위한 M-Halide계 교환 반응 및 전해정련 기술개발

ㅇ 가스정밀반응 및 변형공정 기반 폐자석 활용 고가성비 희토자석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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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폐자석 정련 희토를 사용한 Binary alloy method 기반 원가절감형 영

구자석 개발

ㅇ 다양한 제조-소결-후처리 조건에서 제조된 소재의 특성 평가 및 데이

터 구축 

주요 구축

인프라

ㅇ 희토류 영구자석 함유 폐모터 해체 및 폐자석 회수/선별 시스템

ㅇ 폐자석 파분쇄 시스템

안전관리 중점

사항

(대상에 한함)

ㅇ 본 시스템은 폐모터 및 폐자석의 물리적 해체/회수/선별을 위한 시스

템으로 유해물질 배출 위험이 없어 안전함

ㅇ 본 시스템은 폐자석 재활용 공정에서 효율 증대를 위하여 물리적으로 

폐자석을 파⋅분쇄 하는 시스템으로 유해물질 배출이 일어나지 않아 

안전함 

활용방안

ㅇ 친환경자동차 패러다임의 변경과 더불어 세계적으로 희토자석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예상되는 희토류 원소재 가격 상승 및 수

급 불안정에 대한 기술적 해결방안 제시.

ㅇ 국내 최초 폐자원으로 부터 고부가가치 소재 제조를 위한 친환경적 

소재기반 기술토대를 구축함으로서 국내 산업폐기물 처리에 대한 해

결방안 제시 및 국내 희토업체의 사업화 실현 기반 조성

ㅇ 전통적 재활용 산업의 저품질화 및 저부가가치화 극복을 위한 핵심기

술 개발에 의해 국내 희토 제련산업의 사업체질 개선하고 국제적인 

기술경쟁력 강화

ㅇ 환경규제 대응 유해물질 배출 및 에너지소비 저감 독자적 제련기술개

발 하고, 고성능 희토자석 제조기술 확보에 의해 국내 친환경자동차 

등 완성품 업체의 대외 수출경쟁력 강화 가능. 

사업 기간 총 정부 출연금 7,700 백만 원

주관기관 ■산업체 □대학 □연구소 □비영리법인 □제한없음
참여기관 ■산업체 ■대학 ■연구소 ■비영리법인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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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폐영구자석으로부터 희토류 금속회수 상용설비 개발 및 기술실증

개요 및

필요성

ㅇ (개요) 폐 영구자석 및 영구자석 가공스크랩 재활용 순환자원 실증 연

구를 통한 희토류 원소 회수 및 소재원료 제품화 기술 개발

ㅇ (필요성) 고품위 고가자원인  Nd2Fe14B 계 폐 자석의 순환활용은 국내 

희토류 자원의 중요성 및 희귀성을 감안할 때 매우 귀중한 2차 자원으

로서 경제성과 자원비축 관점에서 매우 중요함

  - 국내  Nd2Fe14B계 폐 영구자석 재활용 산업기반은 전무한 상황으로, 

영구자석 함유 폐 모터는 고철로 취급되어 처리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일부 회수된 폐 영구자석은 대부분 해외로 수출되고 있어 국내 재활용 

실적이 전무함

  - 이에 자원빈국인 우리나라 실정을 감안할 때 도시 광산으로부터 희유

금속을 순환활용하기 위한 폐 자석의 고부가 소재 원료화 및 기능소재 

제조기술의 체계적인 연구개발이 시급한 실정

  - 특히 폐 영구자석 재활용 기술개발은 향후 발생하게 될 국내 폐자원의 

순환활용에 의한 부가가치 향상뿐만 아니라, 첨단산업소재의 수입대체 

및 수출증대와 관련 산업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됨

  -  Nd2Fe14B계 영구자석 수요증가로 인한 스크랩 및 폐 자석 발생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순환활용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임

  - 폐 영구자석 재활용 분야 상용화는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폐 영구자석 배출 및 회수의 시스템화를 가능케 함으로써 폐기물 배출 

저감을 통한 환경문제 해결과 자원순환 활성화에 동시에 기여함.

과제목표

ㅇ 친환경/고효율 Near zero-emission 폐 영구자석 재활용 일괄공정의 순

환활용 실증사업화 기술

  - 희토류(Nd, Dy 등) 회수율 90% 이상 최적 침출/회수공정 확립

  - 회수된 희토류(Nd, Dy)의 순도 99.9% 이상 고순도 원료소재 제조 공정 

확립

  - 철부산물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원료소재화 제조 공정 확립

ㅇ Near zero-emission 일괄공정 실증화 설비 설치/시운전, 시제품 제조 

및 순환활용 실증화 기술

  - 실증사업화 Pilot Plant 구축 및 양산화 체제를 위한 일괄공정 최적화

  - 실증사업화 Pilot Plant 운전 total solution 확립

ㅇ 일괄공정 기술 개발

  - Nd, Dy 최적 침출 공정 기술 개발(침출률 90% 이상)

  - Nd, Dy 최적 분리/회수공정 기술 개발(회수율 90% 이상, 순도 99.9% 

이상)

  - Nd, Dy 고순도화 기술 개발(순도 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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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내용

  - Tb/Dy 분리/정제 및 고순도화 공정 혼합침강조 운전 조건 확립(Tb/Dy 

순도 99.5% 이상)

  - 회수된 Nd, Dy의 원료소재 제조공정 및 순환활용 기술 개발(순도 

99.9% 이상)

  - 회수된 Tb, Dy의 원료소재 제조공정 및 순환활용 기술 개발(순도 

99.5% 이상)

  - 철부산물 환경처리 소재 활용 특성 규명 및 Database 구축

  - Near Zero-emission 일괄 공정 기술 개발

ㅇ 일괄공정 실증 플랜트 구축 및 상용 운전기술 최적화

  - 일괄공정 실증 플랜트 구축(250톤/년) : 전처리-침출-분리정제-원료소재

  - 일괄공정 운용 Database 구축 : 물질수지 확립

  - 상용설비 Engineering 설계패키지 확보(1,000톤/년)
주요 구축

인프라

ㅇ 일괄공정 실증 플랜트 패키지 (전처리-침출-분리정제)

ㅇ Nd/Dy 분리/정제 시스템 
안전관리 중점

사항

(대상에 한함)

ㅇ 본 시스템은 습식 공정을 활용하여 희토류를 재활용하는 시스템으로서 

acid 등의 유해물질 취급에 유의해야 함 

활용방안

○ 영구자석 가공스크랩 재활용 기술수출

  - 영구자석 제조공정 스크랩 분야는 중국 영구자석 제조공장을 중심으로 

자체 기술로 재활용 중이나, 기술적 수준이 낮음

  - 따라서 친환경성 및 경제성을 확보한 “영구자석 제조공정 스크랩 재활

용 독자기술” 확립을 통하여 중국 시장 진출 및 기술적 우위 확보

○ 폐 영구자석 재활용 사업화

  - 폐 영구자석 재활용 관련 양산 사업화 체제를 구축하여 자원 재활용 

및 원료소재 국내시장 창출

  - 연구개발을 통하여 구축되는 상세 Engineering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

사업 종료 후 사업화 이전 단계 단축 및 신뢰성 확보

  - 폐 영구자석 재활용 분야 상용화를 통한 폐 영구자석 배출 및 회수과

정을 시스템화 하여 자원순환 활성화를 이루고자 함

사업 기간 총 정부 출연금 960 백만 원

주관기관 ■산업체 □대학 ■연구소 □비영리법인 □제한없음
참여기관 ■산업체 ■대학 ■연구소 ■비영리법인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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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고이방성 희토류 영구자석용 유기바인더 개발

개요 및

필요성

ㅇ (개요) 희토류 자석 분말의 특성을 분석하고, 성형에 용이하도록 커플링, 

분산, 경화, 윤활 등 보조 첨가제의 화학조성물을 제어하여 최종 제품의 

특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맞춤형 희토류 본드자석 제조용 유기바인더 

제조 및 성형

ㅇ (필요성) NdFeB 희토류 본드자석은 성형 시 NdFeB 자성 분말과 수지

를 혼합하여 압축이나 사출, 압출방법으로 성형을 한 자석임. 이러한 방

법을 사용할 경우 유기결합제들이 반드시 첨가되어야 함

  -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희토류 본드자석의 바인더의 경우 전량 

해외에서 수입되고 있음

  - 희토류 본드 자석용 분말 해외 판매업체들은 대부분 자석분말자체만을 

제공하지 않고 유기바인더가 혼합된 혼합물 형태로 판매하면서 부가가

치를 더 높이는 형태임

  - 국내에서는 희토류 자석분말 및 희토류 물질의 가격인상과 중국의 자

원무기화에 대비하여 희토류 최소 사용 부품, 희토류 저감기술 등 에만 

매진하고 있을 뿐, 유기바인더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임

  - 희토류 분말용 유기 바인더 해외제품 수입 및 기술낙후가 계속될 경

우, 분말제조기술에 대한 특허권이 해제되는 상황에서 자석분말보다 유

기바인더의 수입에 더 많은 외화를 낭비해야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

어 희토류 본드 자석의 유기바인더 개발은 필수 불가결적임 

과제목표

ㅇ 유기 바인더 개발을 위한 희토류 자성분말 선정 및 조건 최적화

ㅇ 자성분말과 유기바인더와의 정밀계면 제어기술

ㅇ 커플링제, 경화제, 윤활제 등 보조첨가제 제어 기술 확립

ㅇ 희토류 본드 자석의 성형 및 특성 관찰

ㅇ 개발 목표

핵심 기술/제품 성능지표 단위 달성목표
국내최고

수준

세계최고수준
(보유국, 기업/기

관명)

1 최대자기에너지적 MGOe > 22 -
22

(일본/아이치
제강)

2 밀도 g/cc > 6 -
6

(일본/아이치
제강)

3 분말정렬도 % > 90 -
90

(일본/아이치
제강)

과제 내용 ㅇ 유기 바인더 개발을 위한 희토류 자성분말 선정 및 조건 최적화



- 290 -

  - 희토류 자성분말의 선정

  - 출발 물질에 대한 입자특성 분석 및 미세구조관찰

  - 입자 표면분석 및 코팅 최적화 조건 연구

ㅇ 자성분말과 유기바인더와의 정밀계면 제어기술

  - 희토류 자성분말 특성평가에 따른 에폭시 수지 선정평가

  - 종류에 따른 에폭시 수지의 점도 특성 및 자석분말과의 당량비 고찰

  - 온도/시간에 따른 경화 특성 평가

  - 바인더 조건에 따른 코팅두께 제어

ㅇ 커플링제, 경화제, 윤활제 등 보조첨가제 제어 기술 확립

  - 출발물질의 특성에 적합한 분산특성 조사 

  - 성형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보조첨가제 조사

  - 자성분말의 특성 및 성형온도, 조건 등에 따른 보조첨가제 선정

  - 보조첨가제간의 자기적, 기계적 특성에 대한 상관관계 연구

  - 자성 분말의 입도에 따른 최적의 바인더 함량 및 경화시간 고찰

ㅇ 희토류 본드자석의 성형 및 특성 관찰

  - 유기바인더 함량에 따른 자기적 특성평가

  - 각각의 보조첨가제의 함량 및 구성비에 따른 성형형상 및 성형양상 시험

  - 유기바인더 함량에 따른 기계적 특성평가

  - 밀도, 충진율, 분산특성 양상, 미세구조 관찰

  - 개발된 유기바인더에 따른 희토류 본드자석 특성에 대한 신뢰성 연구

  - 최적의 유기바인더 조성으로 성형된 희토류 본드자석의 특성평가    
주요 구축

인프라 -

안전관리 중점
사항

(대상에 한함)
-

활용방안

ㅇ 희토류 영구자석용 바인더 및 혼합기술 선점

ㅇ 시장 경쟁력 확보 및 해외 의존도 해소

ㅇ 해외 제품 대비 가격경쟁력 강화

ㅇ 해외 시장 수출 확대 예상

ㅇ 적용분야

  - 자동차 모터용 센서 모듈

  - 산업용 모터 회전체

  - 주택밀집 지역 및 야간공사용 중장비 기계

  - 산업용 경량화 및 저소음형 모터

사업 기간 총 정부 출연금 200 백만 원

주관기관   ■산업체 □대학 ■연구소 □비영리법인 □제한없음
참여기관 ■산업체 ■대학 ■연구소 ■비영리법인 □제한없음



- 291 -

과제명
희토류 원소별 고도 분리⋅정제에 의한 IT 산업용 원료 및 응용소재 

제조기술 개발 연구

개요 및
필요성

ㅇ (개요) 고순도 희토류 원료 소재 제조를 위하여 원소별 고도 분리⋅정
제 자동화 시스템 개발을 통하여 순도 4N급 이상의 경제적인 희토류 
소재 제조의 기초 기반 기술을 확립함과 동시에 졸겔법에 의한 이트륨
계 형광 미분체 생산 공정 시스템 구축 

ㅇ (필요성) 국내에 저품위 희토류광이 상당량 매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
고 환경문제 및 일부 처리기술의 미흡으로 인하여 희토류 원료 소재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 국내 IT 관련 산업 및 희토류 소재 사용업체에서는 소재의 고순도화, 
고기능화와 고부가가치화가 절실히 요구됨

  - 하지만 국내에는 희토류 소재를 제조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아 공급받을 수 있는 기반 구축이 미흡함

  - 광물의 가공처리 기술, 희토류 원소의 경제적인 분리⋅정제 기술 및 
나노 입자 제조 기술은 기초적인 연구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국내 일
부 대학 및 연구원에서 기초 실험과 응용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

과제목표

ㅇ 희토류 원소별 순도 4N 이상의 고도 분리⋅정제 자동화 시스템 개발

ㅇ 졸겔법에 의한 이트륨계 형과 미분체 생산 공정 시스템 개발

ㅇ 희토류 광물을 이용한 무독성 방오 페인트용 충전제 제조기술 개발 

과제 내용

ㅇ 고도 분리⋅정제 시스템 개발

  - 양이온 추출제에 의한 희토류 금속 분리모델 개발

  - Column형 추출기에 의한 소수요 다품종에 적합한 분리⋅정제 기술 개발

  - On-line 분석에 의한 희토류 고도분리 용매추출공정 자동화 시스템 개발

ㅇ 형광 미분체 생산공정 시스템 개발

  - 졸겔 공정의 반응기구 해석 및 미분체 제조의 기초 실험

  - 졸겔법에 의한 형광 미분체 제조공정 확립

  - 제조공정제어 시스템 개발, 반응장치 설치 및 시운전

ㅇ 무독성 방오페인트용 충전제 제조기술개발

  - 충전제용 원료광물의 분쇄 및 분급기술

  - 분쇄 분급된 충전제용 원료광물의 선정 및 배합기술

  - 원료광물의 기계적 합성에 의한 신물질 제조 및 현장적용실험     

주요 구축
인프라

ㅇ 형광체 제조용 반응 시스템

ㅇ 희토류 고도 분리⋅정제 시스템
안전관리 중점

사항
(대상에 한함)

ㅇ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 사용이 예상 되어 화학물질 안전 관리가 요구됨

활용방안
ㅇ 국내 IT 관련 산업 및 희토류 소재 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  

ㅇ 국내의 매우 취약한 희토류 관련 산업 활성화 및 수입 대체 효과 기대



- 292 -

ㅇ 최적 학습 제어 기술은 통계 제어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정밀 제
조 공정의 목표인 품질 제어를 위한 체계적인 생산 시스템의 기초 마
련 

ㅇ 불순물 원소 성분 제어 및 원소별 분리/정제 기술 확립에 의한 고순도
화

ㅇ 희토류 고도 분리정제 시스템 개발관련 연구와 대단위 시험에 의해 생
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기업의 높은 이익 창출을 기
대할 수 있음

사업 기간 총 정부 출연금 2,393 백만 원

주관기관 □산업체 □대학 ■연구소 □비영리법인 □제한없음
참여기관 ■산업체 ■대학 ■연구소 ■비영리법인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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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수처리용 희토류 금속함유 전해전극 개발

개요 및
필요성

ㅇ (개요) 불용성 전극이 지니고 있는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희토류 금
속을 이용한 전해전극 개발 

ㅇ (필요성) 수처리용 전기분해장치의 핵심 기술인 전극은 일반적으로 전
기분해를 실시하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함

  - 전극을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재료가 비싸고 산성 및 알칼리성 전해 
조건에서 쉽게 부식되는 문제점을 지님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존의 전극을 개선하여 낮은 과전
압을 지니면서 높은 내구성을 가지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전극의 니
즈가 발생함

  - 전극 개발 시 오/폐수 산업, 비철금속 산업 및 전기도금 산업 등에 생
산원가 절감을 통하여 이익 창출에 기여 가능함

과제목표
ㅇ 기존 전해전극이 안고 있는 높은 과전압과 내구성 문제 등을 해결하고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희토류 금속을 함유하는 전
극을 제조하여 오/폐수에 적용, 수중 오염물질 제거 효율 극대화

과제 내용

ㅇ 전해공정의 핵심기술 확립에 의한 국내 환경업체의 기술력 확보 

  - 원료물질인 희토류 금속의 선택적 배합 조건 실험 

  - 기재와의 코팅 및 열처리 실험 

  - 전극 분석 : SEM, XRD 등 

  - 전기분해 실험 조건 규명 

  - 폐수 중 오염물질 제거효율 분석 : COD, T-P, T-N 등 

  - 최종 최적 전해 전극 개발
주요 구축

인프라 -

안전관리 중점
사항

(대상에 한함)
-

활용방안

ㅇ 전해공정의 핵심기술 확립에 의한 국내 환경업체의 기술력 확보 

ㅇ 난분해성 오염물의 효과적 제거 가능 

ㅇ 단순 공정에 의한 전해운전 용이 

ㅇ 낮은 과전압 및 높은 내구성 전극 기술 확보 

ㅇ 장기적 전해전극 사용 가능 

ㅇ 에너지 효율 증진과 장기적 사용 가능에 따른 경제성 증대 

ㅇ 물관련 산업뿐만 아니라 전기분해를 이용하는 비철금속산업, 전기도금 
산업 등에 파급효과 

ㅇ 생산원가 절감과 효율적 운전 가능 

사업 기간 총 정부 출연금 35 백만 원

주관기관 □산업체 ■대학 ■연구소 □비영리법인 □제한없음
참여기관 ■산업체 ■대학 ■연구소 ■비영리법인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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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희토류 금속을 이용한 유기 EL용 정공 주입층 개발

개요 및
필요성

ㅇ (개요) 희토류 금속을 이용한 유기 EL용 정공 주입층 개발

ㅇ (필요성) OLED 디스플레이들은 발광성 유기 반도체들로부터 만들어지
며 높은 명암대비와 짧은 응답시간을 넓은 시야각과 결합하고 있음

  - 재료 개발의 미흡에 따른 수명 문제와 대면적화 제조 기술 등의 문
제로 상용화가 이루어지지 않음 

  - OLED는 hole과 electron의 재결합을 통해 가능한 최고의 발광효율을 
만들어 내기 위한 적층형 구조를 가지고 있음

  - 양극은 투명하고 일함수가 크며 전도성이 우수한 ITO (Indium Tin 
Oxide)를 사용하고 음극에는 일함수가 작은 Mg/Ag 또는 Al 등을 이
용함

  - 양극에서 주입된 정공과 음극에서 주입된 전자가 발광층인 유기물층
에서 재결합되면 여기자가 생성되는데, 이렇게 생성된 여기자가 확산
되면서 발광층의 밴드 갭에 해당하는 빛이 투명한 전극쪽으로 방출됨

  - 일반적으로 양극의 일함수보다 유기물의 Highest Occupied 
Molecular Orbital (HOMO) 준위가 크기 때문에 정공주입에 대한 장
벽이 존재하고, 음극의 일함수보다 Lowest Unoccupied Molecular 
Orbital (LUMO) 준위가 작기 때문에 전자의 주입에 대한 장벽이 존재
하게 됨

  - OLED 소자를 효율적으로 동작시키기 위해서 정공 및 전자의 주입 
장벽이 낮아야 하며, 특히 전자의 이동도보다 정공의 이동도가 작기 
때문에 정공의 주입 장벽이 낮아야만 낮은 구동 전압을 지니고 내부 
양자 효율이 우수한 OLED 소자 제작이 가능함

과제목표

ㅇ 기술개발

  - 유기 EL 디스플레이용 정공 주입층 개발

  - OLED 제작/특성 검증 

ㅇ 인력양성 

  - 기술적 우위 확보 및 상품화를 통한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인력 
양성 

과제 내용

ㅇ 기술개발

  - 희토류 전이금속 증착 조건의 최적화

  - 희토류 전이금속 증착 시스템 구축

  - 희토류 전이금속의 두께에 따른 특성 평가

  - 전기적 성질 및 광학적 성질을 측정하는 system 구축

  - 박막 미세 구조 분석박막의 일함수 측정 

  - OLED 제작을 위한 최적공정 확립 

  - OLED 제작 및 전기적, 광학적 특성 측정 

ㅇ 인력양성

  - 국내외 논문지 및 특허 공동발표를 통한 과학도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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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 결과물의 상품화 및 다각화를 통한 자신감 있는 인력 창출 
주요 구축

인프라 -

안전관리 중점
사항

(대상에 한함)
-

활용방안
○ OLED의 정공 주입층으로 활동 될 희토류 및 전이 금속층 박막 증착 

기술의 국산화 

○ 희토류를 사용한 OLED 개발을 통한 전자산업의 글로벌 기술 선점

사업 기간 총 정부 출연금 213 백만 원

주관기관 □산업체 □대학 ■연구소 □비영리법인 □제한없음
참여기관 ■산업체 ■대학 ■연구소 ■비영리법인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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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국내산 함희토류광으로부터 희토류소재 제조기술 개발

개요 및
필요성

○ (개요) 국내산 희토류광으로부터 고순도 희토류 소재 제조기술 개발
○ (필요성) 희토류 자원의 가격 급등 및 국내외 수급의 문제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 고조
  - 희토류 매장량과 생산량이 세계 1위인 중국은 자국의 광물 고갈을 

이유로 희토류 수출량을 제한하는 정책을 펴는 등 자국 산업에 대한 
보호 및 육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

  - 따라서 중국 이외 지역의 희토류 자원 개발의 시급성은 증대되며, 자
원 민족주의 성향 강화에 따라 자국 내 부존 희토류 자원 개발의 중
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음

  - 수소저장합금, 영구자석 등 희토합금계 원료 소재에 대한 수요는 가
파르게 증가하는데 반해 국내관련 산업의 경쟁력은 자원 뿐 아니라 
관련 기술의 미확보로 인하여 매우 취약한 상태임

  -  전략적 차원에서 국내 희토류 자원의 활용 및 소재화 기술에 대한 
기술 축적의 필요성 증대

과제목표

○ 국내산 희토류 자원의 정제 및 활용기술 개발(희토류 수요가 가장 큰 
5대 원소; Misch-metal, La, Ce, Nd, Eu 및 3대 응용분야; 배터리용 희
토합금, 형광체, 희토영구자석 대상) 

  - 국내 희토류 정광의 분리정제에 의한 희토류 전구체 제조 및 실증기
술 개발 

  - 희토류 용융염전해 기반기술 확립, 공정 최적화 및 실용화 기술 개발 
- 국내산 misch-metal을 이용한 배터리용 및 수소저장용 희토 합금
(Mm-Ni- Co-Al-Mn) 제조기술 개발 

  - 국내산 희토류 전구체를 이용한 디스플레이 광원 및 조명용 희토류 
발광소재 개발 

  - Nd 화합물로부터 고성능 Nd-Fe-B 영구자석 제조기술 확립

○ 국내 희토류 정광의 분리정제에 의한 희토류 전구체 제조 및 실증기
술 개발 

  - 침출율 90% 이상의 침출공정 및 분리율 99.9%의 분리공정 개발 
  - 희토류 정광으로부터 희토류 전구체 공급기반 구축을 위한 실증화 

기술 개발 
  - 정광 30 kg/day 규모 실증 시스템 개발 
○ 희토류 용융염전해 기반기술 확립, 공정 최적화 및 실용화 기술 개발 
  - Nd 금속 및 희토혼합금속 (misch-metal) 제조 
  - 희토금속 순도 99% 이상, 용융염 전해 전류효율 70% 이상 
  - 희토금속, misch-metal, 희토합금의 분석 및 기술상용화 자료 조사
○ 국내산 misch-metal을 이용한 배터리용 및 수소저장용 희토 합금

(Mm-Ni- Co-Al-Mn) 제조기술 개발 
  - 합금 조성의 설계, 균일성 확보 및 비금속 불순물 제어 
  - 각 성분 2% 이내 조성편차, 총 가스불순물 2000ppm 이하 
  - 고압 수소저장용 Nd-free 합금 제조, 수소활용 시스템 구축 및 평가 
  - 반복특성 500회 이상(초기용량의 85% 이상 유지) 
○ 국내산 희토류 전구체를 이용한 디스플레이 광원 및 조명용 희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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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내용

발광소재 개발 
  - 국내산 희토류 전구체로부터 고휘도 발광특성 발현을 위한 형광체 

원료물질 제조기술 최적화 및 희토류 형광체 합성 
  - 제공되는 Eu, Ce 및 Sr 전구체의 최적 화합물 전환 및 입도제어(입자

크기 3㎛ 이하, 상용원료 대비 형광체 상대휘도 100%) 
  - 백색광 구현을 위한 360~460 nm의 파장 영역에서 여기특성이 우수

한 고효율 형광체 조성 도출 
  - 상용 형광체 대비 상대휘도 100% - 180℃에서 실온 휘도의 85% 이

상 유지 
  - 도출된 형광체 후보물질에 대한 실장평가 
○ Nd 화합물로부터 고성능 Nd-Fe-B 영구자석 제조기술 확립 
  - 고품위 Precursor 입자 및 Nd계 자성분말 
  - 10㎛급 Nd계 합금 자성분말 
  - 고특성 Nd계 벌크자석 
  - (BH)max : 10 MGOe 이상의 영구자석 

주요 구축
인프라 ○ 용융염 전해 장치

안전관리 중점
사항

(대상에 한함)
-

활용방안

○ 국내산 희토류 정광을 이용한 고순도 화합물 제조 및 소재화 기술
  - 고순도(99.9%이상) 희토류 화합물
  - 희토류 정광의 분리정제 및 희토 화합물 제조 실증 시스템
  - 분리정제 공정별 상용화 평가(도면 및 경제성) 자료
  - 용융염 전해장치 및 전해품(Nd 및 misch-metal) 평가 결과물
  - 배터리용 희토 합금의 시제품 및 성능평가 결과
  - Eu2+, Eu3+, Ce3+을 활성제로 하는 고효율 형광체 및 소자특성 평

가 결과
  - 화학적 공정에 의한 고품위 Precursor 입자 및 Nd계 자성분말
  - 고특성 Nd계 영구자석 및 성능평가 결과
○ 활용분야
  - 미래형 친환경자동차, IT산업, 그린에너지 산업, 디스플레이/광원용 발

광소재

사업 기간 총 정부 출연금 1,726 백만 원

주관기관 □산업체 □대학 ■연구소 □비영리법인 □제한없음
참여기관 ■산업체 ■대학 ■연구소 ■비영리법인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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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저가형 희토류 영구자석 제조 기술 개발

개요 및
필요성

ㅇ (개요) 타 희토류 합금 원소를 통한 자석 내 제 2상 제어 및 강자성상
의 비율을 향상시킴으로써 기존 자석에서의 Nd 및 Pr 함량을 Ce 및 
La으로 대체 및 특성 저하를 최소화 시키는 기술을 개발

ㅇ (필요성) 희토류 영구자석은 현재까지 발견된 자석 중 가장 우수한 자
기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전기자동차, 전기자전거, 풍력발전과 같은 
친환경 산업에서부터 의료, 가전, 자동화 공장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
되고 있어 관련 산업의 발전에 따라 수요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희토류 영구자석에서 사용되는 희토류는 주로 Nd, Pr, Dy, Tb 등이 
있으나 이 원소들은 자원 편중성이 매우 심하며 광내에 성분이 상대
적으로 매우 적기 때문에 수급이 매우 불안정한 실정임

- 국내 자석 제조 산업은 자석 제조 시 전체 제조 비용 중 재료비가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그 결
과로 자석 제조 산업이 공정 후반 일부에만 치중되어 있음

- Ce 및 La 원소는 희토류 광내에 일반적으로 65~75% 이상 함유되어 
수급이 용이하며 공급선도 상대적으로 다양해서 Nd 대비 약 1/10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어 Ce 및 La으로 Nd 및 Pr을 일부 대체한 자석을 
제조할 경우 가격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됨

과제목표

ㅇ Ce 또는 La을 14% wt. % 이상 함유하며 보자력 15kOe, 최대 자기 
에너지적 30MGOe 이상을 갖는 희토류 영구자석 제조

- 합금 설계 기술개발
- 강자성상 제어기술개발
- 자성특성 향상 기술개발

과제 내용

ㅇ 합금 설계 기술개발
- 기존 자석에서 사용되는 Nd, Pr, Dy, Tb 등을 대체할 수 있는 치환 
원소 선정 및 가격을 고려한 대체 희토류 원소 선정

- Ce 및 La 원소 치환을 통해 자석특성 향상 또는 상을 제어할 수 있
는 희토류 또는 전이 원소 선정

- 열역학 프로그램을 이용한 최적 조성비 선정
ㅇ 강자성상 제어기술개발

- Ce 또는 La을 첨가한 합금에서 발생되는 제 2상 (금속간 화합물 ;
CeFe2, Ce2Fe17 상 등)의 최소화 기술

- 합금 원소 첨가를 통한 Ce+3가 안정화 기술
ㅇ 자성특성 향상 기술개발

- 열처리를 통한 자성특성 향상 기술
- 미세 조직 개선을 통한 자성특성 향상 기술
- 합금원소 첨가를 통한 자성 특성 향상 기술

주요 구축
인프라 -

안전관리 중점
사항

(대상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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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방안

ㅇ Nd-Fe-B 계 희토류 영구자석의 현재 응용 산업은 스피커, HDD, 백색
가전, 모터, MRI 등 저/중품위 자석부터 전기자동차, 풍력발전, 군수산
업 등 고품위 자석까지 다양하며 Ce 및  La을 치환한 자석의 경우 기
술 개발 완료 후 저/중품위 자석을 대체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ㅇ 2017년 기준으로 VCM에 약 4,100톤, EPS에 3,600톤, 에어컨 4,000톤, 
냉장고 4,000톤, 기타 80,000 톤으로 현재까지는 저/중품위의 수요가 
높은 편이며 기술 개발 이후 2017년 기준 수요량을 기준으로 시장의 
약 10%를 대체할 경우 약 9,500톤, 1g당 자석 단가를 30원으로 산출 
시 약 3000억원의 수익을 창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또한 자석
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술 개발을 통해 자
석의 특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응용분야를 확대한다면 이보다 더 큰 효
과를 기대할 수 있음 

사업 기간 총 정부 출연금 5,000 백만 원

주관기관 ■산업체 □대학 ■연구소 □비영리법인 □제한없음
참여기관 ■산업체 ■대학 ■연구소 ■비영리법인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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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희토자석 내 고비용 희토류 원소 대체를 위한 희토류 합금 설계 기술 개발

개요 및
필요성

ㅇ (개요) 희토류 대체기술로써 17종의 희토류원소를 이용한 합금 설계를 
통해 독특한 특성을 발현하는 희토류 원소를 대체함으로써 특정 분야
의 희토류 원소 수급이 어려운 경우 희토류 합금으로 대체하는 기술
개발

ㅇ (필요성) 현재 국내의 희토류 영구자석 제조 산업은 희토류 수급 어려
움과 가격 경쟁력 하락으로 인해 거의 전무한 실정으로 주로 중국 
OEM을 통해서 희토 자석을 수입하여 가공하여 판매하고 있음

  - 희토류는 지역적 편재성과 자원의 한계로 인해 자원의 수급이 매우 
불안정하며 희토류 원광에서 함유된 희토류의 비율이 
Ce>La>Nd>other rare earth elements로 Ce, La, Nd의 경우 현재 수
급이 비교적 원활하지만 다른 원소의 경우 수급이 어려운 실정임

  - 최근 전세계적으로 친환경 정책들로 인해 전기자동차 및 신재생에너
지등이 발달하여  핵심부품인   전기모터나 Ni-MH 배터리에 사용되
는 원소인 Nd, Pr, Dy, La등의 원소는 점차적으로 수급이 더욱더 어려
울 것으로 전망 됨

  - 일부 연구소 및 기업에서 희토자석 연구는 꾸준히 수행하고 있으며 
Nd, Dy를 저감하는 기술 및 대체 원료로 Ce 및 La를 이용한 희토자
석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나 원천기술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음 

과제목표

ㅇ 35SH급 영구자석 내 희토원소 대체를 위한 희토류 합금 설계 기술개
발

  - 희토자석내 희토류인 Nd, Dy원소를 대체하기 위해  치환형 희토류 
원소를 이용한 합금 설계

  - 미세조직 제어를 통한 자성 특성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 

과제 내용

ㅇ 희토자석내 희토류인 Nd, Dy원소를 대체하기 위해  치환형 희토류 원
소를 이용한 합금 설계

  - Nd, Dy대체를 위한 희토류 2원계 ,3원계, 4원계 합금 설계 기술 개발
  - 활성금속인 희토류 합금 기술 개발
  - 희토류 특성 분석 시스템 구축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희토자석 내 희토류 함량 제어를 통한 제 2상 형성 및 분율 제어 기

술개발
ㅇ 미세조직 제어를 통한 자성 특성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 
  - 희토류 합금 특성에 따른 급속응고 기술 개발
  - 희토류 합금 특성에 따른 자석 열처리 기술 개발 
  - 가스아토마이징을 이용하여 Nd 금속분말 제조 양산 기술 구축

주요 구축
인프라 -

안전관리 중점
사항

(대상에 한함)
-  

활용방안 ㅇ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 자동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시장은 성
장기에 있으며 2019년 2월 기준 정부의 친환경차보급로드맵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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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017년 10,000대 가량이 HEV또는 EV이며 전체 차량의 0.7%이다. 
이후 2019년 4만대, 2021년 100,000대, 2023년 160,000대, 2025년 
250,000대로 전체 차량의 14.4%까지 친환경차 보급률을 증가시킬 전
망이며 이를 위해서는 EV 기준으로 약 375 ton의 희토 자석이 필요
하게 되고 이를 대체할 수 있을 것 으로 전망됨  

ㅇ 국내 희토류 공급이 원활한 경우 희토자석 산업이 재가동 되어 일자
리 창출 및 430억원의 자석 수입액을 감소시킬 수 있음

ㅇ 또한 본 기술개발이 이루어지면 희토자석 뿐만 아니라 희토류 금속이 
사용되는 Ni-MH배터리, 합금 및 촉매제등 다양한 희토류 적용분야에 
활용될 수 있음 

사업 기간 총 정부 출연금 3,000 백만 원

주관기관 ■산업체 □대학 ■연구소 □비영리법인 □제한없음
참여기관 ■산업체 ■대학 ■연구소 ■비영리법인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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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모터 소재용 온실가스 미발생 3N급 희토류 및 영구자석용 합금소재 
제조기술

개요 및
필요성

ㅇ (개요) 기존 희토류 용융염 제련공정에서 사용되는 흑연양극을 대체하
여 온실가스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전력소모율을 30%이상 저감
할 수 있는 혁신 전해제련공정

ㅇ (필요성) 희토류 제련산업은 4차산업혁명 및 신성장산업 발전에 필요한 
핵심 후방산업이지만, 다량의 온실가스 또는 독성가스를 발생하므로, 이
를 해결 가능한 친환경 제련기술 개발을 위해 정부지원 필요

  - 국내 제련산업 온실가스 발생량은 산업부문 37% 차지(12,281만톤CO2 
eq, `17년) 

  -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화하는 新기후체제 대응용 친환경 제련기술 개발
지원 필요

과제목표

ㅇ 온실가스 Zero-emission, 전력소모율 30%이상 저감 3N급 희토류 전해
제련 공정 및 고성능 영구자석 소재화기술 개발

  - 2,000 hr이상, 80% 효율 유지 고내구성 산소발생 전극소재 개발
  - 고전도도 친환경 전해질 조성설계기술 개발
  - 희토류 특성에 따른 맞춤형 고효율 음극구조 설계기술 개발
  - 에너지 소모량 30%이상 절감
  - 희토류 영구자석용 합금소재 제조기술 개발
ㅇ 개발목표

성능지표 단위 달성목표
국내
최고
수준

세계최고수준
(보유국, 기업/기관명)

1
CO2발생량 (Nd기준, 제

련공정 직접발생량)
kg/ton 0 - 600

(중국,북방희토)

2 제련 
전력소모량(Nd기준) kWh/kg 9 이하 - 13

(중국,북방희토)

3 희토류금속 순도 (정련) wt% 99.9 이상 - 99.9 
(중국,북방희토)

4
전해공정용 양극 

운전수명
(80% 효율 유지)

hr 2000이상 - 2000
(미국, 보스톤 대학)

5 정련공정 인가전기량
 당량효율 % 95이상

95
(중국, 바오터우 

희토

6 Nd 금속생산량 ton/
month 1이상 -

1.7
(중국, 바오터우 

희토)

7 합금소재의 결정립 
미세화 μm 3 이하 - 3

(일본, Hitach)

과제 내용

ㅇ CO2 free 열 환원 공정 기반 1ton/month 급 고순도 Nd 제련공정 개발 
및 소재 국산화

  - 대용량 Nd2O3 금속산화물 직접 환원 일관 공정 확립
  - Nd 금속 내 불순물 농도 ASTM 기준 이하 달성
  - 제품 내 불순물 저감을 위한 Ca(Ni) 합금계 금속 환원제 및 정련 전해

질 개발 및 최적화
  - 기존 공정대비 CO2 가스 발생률 0%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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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 소모량 30% 이상 절감
  - 1ton/month 이상 규모 pilot scale 구축 및 운영을 통한 양산화 DB 구

축
  - 고보자력 하이브리드 영구자석 소재 국산화 및 원 소재 공급망 구축
  - 가스아토마이징을 이용하여 Nd 금속분말 제조 양산 기술 구축

주요 구축
인프라 ㅇ 대용량 희토류 열 환원 시스템

안전관리 중점
사항

(대상에 한함)

ㅇ 본 시스템은 고온에서 환원제를 이용하여 희토류 산화물을 제련하는 시
스템으로 close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정이 진행됨에 따라 가스 누출의 
위험도가 적음   

활용방안

ㅇ 친환경 신 정·제련 기술 선점 효과
  - 전 세계 희토류원료 생산의 90%를 차지하는 중국은 환경오염에 의한 

피해가 가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억제하기 위한 강력한 환경
규제로 고오염 산업인 제련공장을 대규모로 철거하고 있으며, 이에 따
라 관련 금속의 원자재 값이 상승하고 있는 실정

  - Nd 영구자석은 향후 모든 내연기관을 대처할 것이고 4차산업혁명의 
핵심산업인 전기차, 자율주행 자동차, 드론의 핵심소재임

  - 희토류 금속 및 화합물 원료 소재의 80~90% 이상을 중국, 일본 수입
에 의존하고 있고, 두 나라 모두 인접국 가인만큼 정치적, 사회적 문제
에 의해 수급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현재까지 계속됨에 따라 원료 수급 
다각화를 위한 제련기술확보가 필수

ㅇ 국내 독자적 희토류 산업 공급망 구축
  - 전기차 생산 1위 국가인 중국은 세계로 전기차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

해 Nd 자석 소재를 무기화할 수 있는 상황을 방지
  - 글로벌 자동차회사인 현대⦁기아는 세계적인 수준의 수소차와 2차전지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서는 핵심소재인 Nd 
자석 소재 자립화가 절실함

  - 지방자치단체(군산, 부산 등)에서도 경기부양책으로 전기차를 미래먹거
리로 판단하고 전기차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력이 많
이 요구하는 제련산업을 추가함으로 인해 경제적 이득을 극대화할 수 
있음

사업 기간 총 정부 출연금 6,700 백만 원

주관기관 ■산업체 □대학 □연구소 □비영리법인 □제한없음
참여기관 ■산업체 ■대학 ■연구소 ■비영리법인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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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Nd계 합금 스트립의 수지상 미세화를 통한 희토류 영구자석의 보자력 
향상 기술 개발

개요 및
필요성

ㅇ (개요) 스트립 수지상의 초미세화를 통한 희토류 영구자석의 보자력 
향상 및 이에 따른 중희토류 저감 기술 개발

ㅇ (필요성) 고특성 희토류 영구자석은 저탄소/녹색성장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환경친화형 자동차, 저에너지소비형 가전제품, 풍력/태양발전산
업 등의 핵심 기반기술임

  - 영구자석은 주로 모터, 액츄에이터, 발전기 등에 사용되면서 에너지
변환(전기-기계에너지)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능성 소재로서, 
1900년대 초반 영구자석이 처음 개발된 이후 점차 종전에 사용되던 
전자석을 대체함으로서 산업 전반에 걸쳐 절감 및 소형화에 기여해 
왔음

  - 최근에는 하이브리드 (HEV) 및 전기 (EV) 자동차의 개발과 점진적인 
생산증가 및 자동차부품 전자화의 영향으로 모터, 발전기 등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국내 자동차 산업에서의 영향력 또한 커질 
것으로 예상됨

  - 전 세계적으로 희토류 원소의 부존자원이 일부 국가에 한정되어 있
으며, 특히 Dy 등 중희토류 원소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매장량이 중국
에 집중되어 있어, 현재까지 전 세계 희토류 공급량의 약 90%, Nd계 
영구자석 생산량의 약 70% 이상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음

  - 따라서, 세계 희토류 및 희토류 영구자석 산업 상황은 자원편중 및 
고갈 문제에 대응하고, 극심한 사용 환경 (고온, 고출력)에서 고특성을 
요구하는 시장상황에 발맞추기 위한 영구자석 분야에서의 다양한 연
구가 이루어 지고 있으며, 가장 핵심적인 연구분야는 보자력 향상 기
술 개발임.

과제목표

ㅇ Nd계 영구자석 모합금 미세조직 제어 기술 개발 및 분말제조/성형 기
술 확보

ㅇ 개발목표

성능지표 단위
달성목

표
국내최고수

준
세계최고수준

1 스트립 수지간 간격 μ
m 2 - 3 이하

2 최대자기에너지적
M
G
Oe

40 - 45

3  보자력(iHc) kOe 20 - 18

4 성형밀도 cm3 7.2 
이상 - 7.2 이상

ㅇ Nd계 스트립 초미세화 기술
  - PFC공정을 통한 Nd계 스트립 제조공정 최적화
  - 2-phase 조직 (Nd2Fe14B + Nd-rich) 형성을 위한 공정조건 확립
  - Nd2Fe14B 강자성상 핵생성 활성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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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내용

  - Nd2Fe14B 수지상의 성장 억제를 통한 초미세화
ㅇ 수지상 미세화 스트립 활용 성형 및 소결기술
  - 미세 수지상 스트립 활용 조분쇄 및 미분쇄 공정을 통한 미세분말 

제조
  - 자장 중 성형 공정을 통한 고방향성 및 고밀도 성형 기술 최적화
  - Nd2Fe14B 상 확보 및 성장제어 소결공정 최적화
  - Multi-setp 열처리 이용 입계상 최적화

주요 구축
인프라 -

안전관리 중점
사항

(대상에 한함)
-

활용방안

ㅇ 본 기술은 전기자동차 모터용 소재 뿐만 아니라, 풍력발전, 가전산업, 
로봇 등에 활용 가능

  - 전기 자동차용 구동모터, 조향 및 트랙션 모터
  - 고효율 풍력발전 모터
  - MRI용 고성능 모터
ㅇ 국내 희토류 자석 관련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신규사업 유도 및 양산

화
ㅇ 국내 희소금속 산업 활성화 및 생태망 구축에 기여

사업 기간 총 정부 출연금 117 백만 원

주관기관 □산업체 □대학 ■연구소 □비영리법인 □제한없음
참여기관 ■산업체 ■대학 ■연구소 □비영리법인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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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고부가가치 고순도 희토류(란타늄) 메탈 제조의 국산화

개요 및
필요성

ㅇ (개요) 전자산업에 이용되는 고순도 란타늄 메탈의 제조 공정 및 정제 
공정 기술 개발 

ㅇ (필요성) 란타늄 메탈은 수 nm~수십 nm 두께에서 우수한 절연특성을 
가지는 절연막을 만들기 위한 증착용 전구체 제조에 이용 됨

  - 란타늄 메탈에 포함 된 전도성 불순물들은 절연 특성을 파괴하는 주
요 요인이 되어 란타늄 메탈 제조를 위한 정제 기술이 요구됨

  - 기존의 란타늄금속 제조기술은 환원 금속 열 처리공정으로 제조되며, 
이와 같은 방법은 미량의 전도성 불순물들을 제어가 어려움 

  - 란타늄 금속을 형광체나 유전체 분야와 같은 나노급의 전자재료 산업
에 적용하기 위하여 전도성 불순물들을 제어할 수 있는 새로운 공정이 
요구 됨 

과제목표

ㅇ 고순도 란타늄 금속 잉곳 제조 기술개발    
  - Total Rare Earth Metal 함량이 99.9% 이상인 란타늄 잉곳
  - Fe, Ca 함량이 100ppm 이하인 고순도 란타늄 잉곳
  - 잉곳 크기(직경 또는 단면적)이 2cm 이상인 Lanthanum 잉곳
  - 제 2상의 결함이 없는 Lanthanum 잉곳
ㅇ 개발목표

 

성능지표 단위
달성목

표
국내최고

수준

세계최고수준
(보유국, 

기업/기관명)

1 TREM 순도 % >99.9 - >99.9 
(독일, ESPI)

2 철 함량 % <0.01 - <0.01
(독일, ESPI)

3 잉곳크기 cm >2 - 1cm 
(독일, ESPI)

4 산소함량 % <0.3 - 0.5

5 결함분석 ea <1개/
0.1cm2 - 5개/0.1cm2

과제 내용

ㅇ 화학적 합성방법에 의한 Lanthanum Metal Complex 합성조건 확립 
  - Lanthanum Chloride 
  - Lanthanum Nitrate 
  - Lanthanum Acetate등 
ㅇ Gas Automization Spray 방법에 의한 Metal 분말 제조 
  - Metal Complex를 환원분위기에서 분무하여 금속화에 대한 연구 
  - 란타늄 메탈을 원재료로 사용한 Gas Atomization Spray방법의 

vacuum melting and spay효과에 의한 정련연구 
  - 환원분위기(Ar+H2)에서 Metal 환원분위기 최적화 
  - 분무속도에 의한 Metal Powder 크기 최적화 
  - 입도의 산화방지를 위한 공정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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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자빔 용해 방법을 이용한 선택적 불순물 제거 및 용해 
  - 용융 온도에 따른 용해거동 관찰 
  - Vapor pressure에 따른 Evaporation 효과 관찰 
  - 분위기 가스에 대한실험 - 분위기 가스 정량적 최적화 확립 
  - 전자빔 방법에 의한 용해 및 불순물 제거 
ㅇ 전자빔 용해방법에 의한 용융 최적화 조건 확립 

주요 구축
인프라 ㅇ 가스분무시스템

안전관리 중점
사항

(대상에 한함)

ㅇ 본 시스템은 산화란타늄으로부터 고순도의 금속 란타늄을 제조하는 시
스템으로 유해물질 배출 차단이 가능하여 안전함

활용방안

ㅇ 전자빔 용해 공정에 의한 희소금속의 정련 방법은 란타늄 메탈에만 국
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희토류 및 희소금속에 적용하여 고
순도화가 가능함

ㅇ 고순도의 금속 란타늄 제조 기술 개발을 통해 저가의 란타늄 금속소재 
공급이 가능하여 수출 경쟁력 강화 가능

사업 기간 총 정부 출연금 178 백만 원

주관기관 ■산업체 □대학 □연구소 □비영리법인 □제한없음
참여기관 ■산업체 ■대학 ■연구소 □비영리법인 □제한없음



주  의

1. 이 보고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한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보고서이

다.

2. 이 기술개발내용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

행한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기술개발결과임을 밝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