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SMER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ineral and Energy Resources Engineers

Vol. 58, No. 1 (2021) pp. 17-24, https://doi.org/10.32390/ksmer.2021.58.1.017 ISSN 2288-0291(print)

ISSN 2288-2790(online)

연구논문

함바나듐 티탄철광으로부터 바나듐 회수를 위한 소다회 염배소-수침출 최적 조건 

탐색 연구

김리나1,2 · 김민석1,2 · 이재천1,2 · 이수정2,3 · 김강영4 · 정경우1,2 · 남철우1* · 김성돈1 · 전호석1,2

1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광물자원연구본부 자원회수연구센터, 

2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자원순환공학과, 

3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글로벌협력본부 국제지질자원인재개발센터, 
4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광물자원연구본부 탄소광물화사업단

Optimization of Soda ash Roasting-water Leaching Conditions for Vanadium 

Recovery from a Vanadium-bearing Titaniferous Magnetite Ore

Rina Kim1,2, Min-seuk Kim1,2, Jae-chun Lee1,2, Sujeong Lee2,3, Kang-Yeong Kim4, Kyeong Woo Chung1,2, 

Chul-Woo Nam1*, Sung-Don Kim1 and Ho-Seok Jeon1,2

1
Recovery Research Center, Mineral Resources Division,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KIGAM), 

Daejoen, Korea
2
Resource Recycling Engineering, University of Science Technology (UST), Daejoen Korea
3
International School for Geoscience Resources, Global Cooperation Division,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KIGAM), Daejeon, Korea
4
Center for Carbon Mineralization, Mineral Resources Division,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KIGAM), Daejeon, Korea

*Corresponding Author. Chul-Woo Nam, baram@kigam.re.kr, Mineral Resources Division,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KIGAM), Daejeon, Korea

Received 

19 January 2021

Final version Received 

15 February 2021

Accepted 

23 February 2021

Abstract 

To recover vanadium from vanadium-bearing titaniferous magnetite (VTM) ore, the conditions of the 

soda ash (Na2CO3) the roasting and water leaching were investigated. The VTM ore contained 

magnetite and ilmenite as the major minerals, from which a concentrate produced from magnetic 

separation was used as feed material. The vanadium content in the concentrate was approximately 

0.8% as V2O5. The experimental factors considered for the process optimization included the amount 

of Na2CO3 added, and roasting temperature/time for the salt roasting process, and the particle size 

(D50) of the roasted material, and the leaching temperature/time for the water leaching process. The 

results show that the maximum vanadium leaching efficiency of 85.2% was achieved at the following 

optimal conditions: salt roasting at 20 wt% of Na2CO3, 1,000°C and 3 hr, and the water leaching at D50 

of 2.1 µm and 80°C for 1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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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함바나듐 티탄철광으로부터 바나듐 회수를 위한 소다회 (Na2CO3) 염배소-수침출 조건 확립에 대

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주요 광물로 자철석 및 티탄철석을 함유하고 있는 광석의 자력선별 정광을 

연구에 사용하였으며, 정광 중 바나듐 함량은 V2O5로써 약 0.8%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 고려한 

염배소 및 수침출 영향인자는 Na2CO3 첨가량, 염배소 온도 및 시간 (이상 염배소 인자), 염배소 산물

의 D50 입도, 수침출 온도 및 시간 (이상 수침출 인자) 등이다. 연구 결과, 정광을 20 wt% Na2CO3, 

1,000°C, 3시간 조건에서 염배소한 후 D50 2.1 µm, 80°C, 1시간 조건하에서 수침출하였을 때, 바나

듐의 최대 침출율 85.2%가 달성되었다.

주요어 : 바나듐, 함바나듐 티탄철광, 염배소, 수침출, 소다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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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바나듐은 주기율표상 23번에 위치하는 금속으로서 다양

한 산업 부문에서 사용되고 있다. 1900년대 초반 포드사의 

‘Model T’의 차축, 크랭크축, 기어 등의 부품에 바나듐이 

사용되면서 바나듐을 함유한 철강의 대량 생산이 시작되었

고, 2018년 현재 바나듐 수요의 93% 가량이 철강 생산에 사

용되고 있다(Moskalyk and Alfantazi, 2003; Roskill, 2019). 

또한 바나듐은 티타늄 합금에도 첨가되는데, 바나듐을 4% 

함유한 TiAl6V4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티타늄 

합금이며 고강도, 저밀도, 고내식성의 특성을 가지기 때문

에 주로 항공기의 제트엔진, 치과재료 등으로 사용된다

(Schiff et al., 2002; Leuders et al., 2013). 그 외에도 바나듐

화합물은 유기화합물의 산화, 황산 제조 등의 공정에 촉매

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Langeslay et al., 2019). 근래에 

들어서는 신재생 에너지 기술의 발달과 함께 대용량 에너

지 저장장치에 사용되는 바나듐레독스흐름전지(vanadium 

redox flow battery, VRFB)에의 응용이 각광받고 있는데, 

바나듐의 2가부터 5가까지의 다양한 산화수가 이와 같은 

전지의 개발을 가능하게 한다(Lourenssen et al., 2019).

자연계에서 바나듐은 광물의 주성분으로는 잘 발견되지 

않고 주성분원소의 일부를 치환하는 미량(trace) 성분으로 

주로 나타난다. 특히, 철광석 중 자철석(magnetite, Fe3O4), 

티탄철석(ilmenite, FeTiO3), 크롬철석(chromite, FeCr2O4) 

등의 Fe
3+

 자리에 V
3+
가 치환된 형태로 주로 나타나는데

(Gilligan and Nikoloski, 2020), 이 중 자철석과 티탄철석

으로 주로 이루어진 함바나듐 광석을 함바나듐 티탄철광

(vanadium-bearing titaniferous magnetite) 이라고 하며 간

단히 줄여서 VTM으로 부른다. 이와 같은 철광석에 함유된 

바나듐은 V2O5로써 0.1-1.0% 가량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부 광상에서는 2.0%까지도 보고되고 있

다(Hukkanen and Walden, 1985; Jena et al., 1995; Chen et 

al., 2013; Zhao et al., 2014; Parirenyatwa et al., 2016; 

Zhang et al., 2017; Li et al., 2018; Zhang et al., 2018). 또

한, stone coal에도 바나듐이 0.13-1.2% 가량 함유되어 있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바나듐 자원은 주로 

중국에 매장되어 있어 중국에서는 현재 stone coal 유래 바

나듐 회수 및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Chen et al., 

2010; Zhang et al., 2011; Cai et al., 2013; Zhang et al., 

2013; Zhao et al., 2018; Zheng et al., 2019).

VTM을 포함한 함바나듐 철광석의 경우, 주로 고온 염배

소-침출법을 통해 광석에 함유된 바나듐을 회수한다. 주로 

NaCl, Na2CO3, Na2SO4 등의 Na계 염이 상용적으로 사용

되고 있으며, 염배소 공정을 통해 광석 중 함철광물에 함유

되어 있는 3가의 바나듐은 염의 종류에 따라 각각 식 (1), 

(2), (3)과 같은 반응을 통해 광물의 격자 구조에서 빠져 나

오면서 5가의 바나듐 화합물로 전환된다(Hukkanen and 

Walden, 1985; Gilligan and Nikoloski, 2020). 이 때, 자철

석의 경우 적철석(hematite, Fe2O3) 으로의 산화도 함께 발

생하며, 염에 함유된 Cl, CO3, SO4 등의 음이온기는 염소, 

이산화탄소, 이산화황 등의 가스 형태로 배출된다.


 →




  (1)




 → 




  (2)




 →




  (3)

Na계 염배소로 생성된 NaVO3 화합물은 물에서 용해도

가 높기 때문에, 간단한 수침출을 통해 바나듐을 회수할 수 

있다. 이 때, 염배소 공정의 투입물질로는 VTM 광석 또는 

정광이 직접 사용될 수도 있고, 용융 공정을 통해 철을 우선

적으로 회수하고 부산물로서 얻어진 바나듐이 농축된 슬래

그가 사용될 수도 있다. 슬래그 중 바나듐 함량은 대체로 

15% 수준으로 나타나며, 적게는 5% 이하로도 나타나는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Jena et al., 1995; Wang et al., 2018; 

Wen et al., 2019; Zhang et al., 2019; Wang et al., 2020).

본 연구에서는 국내산 VTM 정광으로부터 바나듐을 회

수하기 위한 염배소-수침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에 사

용된 VTM 광석의 경우 원광에 바나듐이 V2O5로써 약 

0.6%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 상용적으로 생산

이 진행되고 있는 바나듐 광산과 견줄만한 수치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자력선별 공정을 통해 제조된 정광을 

출발 물질로 사용하여 바나듐 회수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소다회(Na2CO3)를 사용한 염배소 및 수침출 연구를 수행

하였으며, 최대 바나듐 침출율을 달성하기 위한 최적 염배

소-수침출 조건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시료 특성 및 실험방법

시료 특성

본 연구에 사용된 광석은 함바나듐 티탄철광으로서 Fig. 

1과 같이 주요 광물로 자철석 과 티탄철석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독립된 바나듐 광물은 발견되지 않았

고, 일부 맥석 광물이 검출되었다. 염배소-수침출 연구에는 

해당 광석의 자력선별 정광이 사용되었으며, 정광 내 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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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the VTM concentrate

Element TiO2 FeO SiO2 Al2O3 CaO MgO MnO V2O5

Concentration (%) 14.5 57.0 5.8 4.1 1.0 3.7 0.3 0.8

Fig. 1. XRD pattern of the VTM ore.

Fig. 2. Particle size distribution of the VTM concentrate (P80

= 200 µm).

별 함량은 Table 1과 같다. 정광에는 Fe와 Ti가 각각 FeO, 

TiO2로써 57.0%, 14.5% 함유되어 있고, V 함량은 V2O5로

써 0.8%(V 0.44%) 로 분석되었다. 그 외 맥석 광물 성분으

로 Si, Al, Mg, Ca 등이 각각의 산화물로써 6% 미만으로 함

유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체 분석(sieve analysis)을 통해 정광의 입도를 파악

하였다. 정광의 입도 분포는 Fig. 2와 같이 나타났으며, P80 

입도가 약 200 µm로 입도가 비교적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염배소

정광에 함유된 바나듐을 침출이 용이한 형태로 전환하

기 위하여 정광에 대하여 염배소를 실시하였다. 시료와 

Na2CO3를 알루미나 도가니에 장입한 후 박스형 전기로를 

이용하여 850-1,100°C에서 공기를 2 L/min으로 주입하며 

0.5-3시간동안 배소하였다. Na2CO3는 시료량에 대하여 

10-30 wt%로 첨가하여 그 영향을 분석하였다. 염배소 후 

회수된 시료는 막자사발로 해쇄(disintegration) 또는 vibrating 

cup mill 로 재분쇄 후 수침출하였다.

수침출

염배소 시료로부터 바나듐을 회수하기 위하여 수침출을 

수행하였다. 수침출에는 이중자켓 반응기를 사용하였으

며, 항온수조를 사용하여 침출 반응의 온도를 조절하였다. 

또한, 응축기를 장착하여 증발을 통한 침출액의 손실을 방

지하고자 하였다. 수침출은 광액 농도 50 g/L(e.g. 시료 5 g 

+ 증류수 100 mL), 침출 시간 1-3시간, 온도 25-80°C, 교반

속도 400 rpm 등의 조건 하에서 수행되었다.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침출액을 샘플링하여 침출액 내 바나듐 농도를 

ICP-OES(Perkin Elmer, Optima 8300 ICP-OES)를 사용

하여 측정하였으며, 바나듐 침출율은 식 (4)를 이용하여 계

산하였다(
 : 시간 t에서의 침출액 내 V 농도(mg/L), 


: 

침출액 총 부피(L), 


: 침출 잔사 내 V 농도(mg/g), 


: 침

출 잔사의 양(g), 
: 최종 침출액 내 V 농도(mg/L)).

    



×




×



 ×


× (4)

결과 및 고찰

염배소 온도에 따른 시료 특성 변화

VTM 정광에 대한 염배소 및 수침출 최적 조건을 탐색하

기에 앞서 염배소 시료에 대한 특성 변화 분석을 실시하였

다. Fig. 3은 XRD 분석을 통한 염배소 온도에 따른 시료의 

광물상 변화를 나타낸다. 850°C 이상에서 염배소를 실시

함에 따라 정광에 함유되어있던 티탄철석은 완전히 분해되

어 배소 산물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자철석 또한 검출되

지 않았으나 배소 산물에서 Magnesioferrite로 표시되는 광

물이 자철석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배소 산물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광물상을 살펴보면, 적

철석, Magnesioferrite(또는 자철석), Na0.75Fe0.75Ti0.25O2, 

NaFeTiO4, Na1.86Al0.38PO4 등이 있다. 적철석의 경우 배소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피크(peak) 가 꾸준히 증가함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자철석의 적철석으로의 산화가 잘 일어나

고 있음을 의미한다. 바나듐 광물 또는 화합물의 존재 여부

를 XRD 분석을 통해서 파악할 수 없으나, 적철석으로의 산

화가 일어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자철석 내 치환되어 존재

하는 바나듐의 산화 및 격자 외부로의 배출이 일어났음을 

추정할 수 있다. Magnesioferrite의 피크는 850-1,000°C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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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hanges in mineral phases depending on the roasting temperature (roasting conditions: Na2CO3 20 wt%, 3 hr): ▼ 

Magnetite, ● Ilmenite, ■ Clinochlore, ▲ NaFeTiO4, ♠ Na0.75Fe0.75Ti0.25O2, ★ Hematite, ♣ Magnesioferrite, ◆ Na1.86Al0.38PO4.

간에서는 증가하다가 1,000-1,100°C 구간에서는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난다. 높은 온도에서 적철석으로의 활발한 

산화 반응으로 피크가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Na0.75Fe0.75Ti0.25O2는 900°C 이하의 배소 온도에서 생성

되었다가 그 이상의 온도에서는 생성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Na0.75Fe0.75Ti0.25O2는 티탄철석과 Na염, 적철석 또

는 자철석 간의 반응으로 생성되는데(Zhang et al., 2019), 

고온에서는 적철석 또는 자철석이 Na0.75Fe0.75Ti0.25O2의 생

성 반응에 참여하기 보다는 적철석으로의 산화 반응이 우

세하게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900°C 이상 고온으로 

갈수록 티탄철석과 Na염의 반응으로 생성되는 NaFeTiO4

만이 생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1,000-1,100°C 구간에서는 티탄철석, 자철석 등의 주요 

광물에 대한 반응뿐만 아니라 맥석 광물에 대한 반응도 활

발히 일어나 1,000°C부터 Na-Al-PO4 화합물이 생성되기 

시작한다. 이와 같은 맥석 광물과 Na염 간의 반응으로 인해 

1,000°C 이상의 온도에서 배소 산물의 소결 및 연화가 일어

나는 것으로 보인다.

염배소 영향인자에 따른 바나듐 침출 거동 분석

염배소 및 수침출 최적 조건을 결정하기 위하여 염배소 

및 수침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하여 실험을 수행

하였다. 우선적으로 염배소 영향인자로써 Na2CO3 첨가량

(wt%), 염배소 온도 및 시간 등을 고려하여 바나듐의 침출 

거동을 분석하였다. 염배소 영향인자 연구에서는 염배소 산

물을 막자사발을 이용하여 해쇄한 후 수침출에 사용하였다.

Fig. 4는 Na2CO3 첨가량에 따른 바나듐 침출율 변화를 나

타낸다. Na2CO3 함량이 10-15 wt%로 증가할 때 바나듐 침

출율이 16.9%에서 68.8%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20wt% 

Na2CO3를 첨가하였을 때 74.6%에 이른 후 그 이상의 

Na2CO3 첨가시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본 결과에 따라 최적 Na2CO3 첨가량은 20 wt%로 도출

되었으며, 이후 실험에서는 20 wt% Na2CO3를 첨가하여 실

험을 수행하였다.

Fig. 5는 염배소 온도에 따른 바나듐 침출율 변화 추이를 

나타낸다. 850-900°C구간에서는 침출율이 20% 이하로 매

우 낮게 나타났으며, 950°C에서 63.0%로 급격히 증가한 

후 그 이상의 온도에서는 완만한 증가폭을 나타냈다

(1,000°C 74.6%, 1,050°C 80.5%, 1,100°C 84.4%). 해당 

결과는 Fig. 3의 XRD 분석 결과와도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

다고 할 수 있는데, 고온으로 갈수록 산화 반응이 활발히 일

어나 침출 가능한 바나듐 화합물의 생성이 늘어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1,000°C 이상에서 지속적인 바나듐 침출율 향상이 나타

남에도 불구하고 최적 온도는 1,000°C로 설정하였다. 고온

현미경을 이용한 염배소 과정 관찰 시 Na2CO3 20 wt% 혼

합 시료의 경우 1,012°C 및 1,014°C에서 각각 소결과 연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근방

의 온도인 1,000°C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실제로 

1,000°C 이상의 온도에서는 배소 산물이 도가니에 부착되

기 시작하여 회수가 어려운 현상이 발생하였다.

염함량 및 염배소 온도 설정과 더불어 염배소 시간 설정

을 위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Fig. 6은 염배소 시간에 따른 

바나듐 침출율을 나타낸다. 염배소 시간을 30분에서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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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hange in V leaching efficiency (%) depending on 

the amount of Na2CO3 (wt%) added to roasting process 

(roasting: 1,000 °C, 3 hr/ leaching: 25°C, 3 hr).

Fig. 5. Change in V leaching efficiency (%) depending on 

the salt roasting temperature (roasting: Na2CO3 20 wt%, 3 

hr/ leaching: 25°C, 3hr).

Fig. 6. Change in V leaching efficiency (%) depending on 

the roasting time (roasting: 1,050°C, Na2CO3 20 wt%/ 

leaching: 25°C, 3 hr).

Table 2. Change in particle size (D50) of the roasted ore depending on the re-grinding time (roasting: 1,000°C, Na2CO3 20 wt%, 

3 hr)

Re-grinding time (sec) 10 15 20 25

D50 (µm) 13.8 7.0 3.9 2.1

까지 증가시킴에 따라 바나듐 침출율은 70.0%에서 73.9%

까지 다소 증가하였으나, 1-2시간 사이에는 침출율이 

73.9-74.9%로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염배소 시간을 3

시간까지 늘림에 따라 침출율은 80.5%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철석의 격자 구조로부터 바나듐을 효

과적으로 추출하기 위해서는 3시간 가량의 염배소 시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수침출 영향인자에 따른 바나듐 침출 거동 분석

염배소 영향인자 검토에 이어 수침출 최적 조건을 도출

하기 위해 수침출 영향인자 검토 연구를 수행하였다. 수침

출 영향인자로는 염배소 산물의 입도, 침출 온도 및 시간 등

이 고려되었다. 

염배소 후 산물은 매우 단단하여 재분쇄 과정이 필수적

이다. 이에 vibrating cup mill을 사용하여 배소 산물을 10, 

15, 20, 25초 동안 재분쇄 하였으며, 재분쇄 시간에 따른 입

도(D50) 는 Table 2와 같이 13.8 µm에서 2.1 µm까지 감소

하였다. 

재분쇄 산물에 대해 25°C, 3시간 조건으로 수침출을 수

행하였으며, Fig. 7은 염배소 이후 재분쇄 산물의 입도에 따

른 바나듐 침출율 변화를 나타낸다. 재분쇄 시간이 10초에

서 25초로 증가함에 따라, 즉 D50 입도가 13.8 µm 에서 2.1 

µm로 감소함에 따라 바나듐 침출율이 다소 향상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68.8% → 78.4%). 이로부터 재분쇄를 통해 염

배소 산물의 더 넓은 표면적을 제공하는 것이 바나듐 침출율

을 증가시키는데 유의미한 영향이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바나듐 침출율을 최적화하기 위한 마지막 영향 인자로 

침출 온도 및 시간을 변화시키며 바나듐 침출율 변화 추이

를 파악하였다. Fig. 8과 같이 침출 온도가 25, 40, 60, 80°C

까지 증가함에 따라 최종 침출율이 72.3%, 79.4%, 81.2%, 

85.2% 등으로 상당히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염배소 과

정을 통해 생성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NaVO3(sodium 

metavanadate)의 용해도가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증가하

기 때문이다(McAdam and Pierle, 1912). 또한, 침출 초기

부터 매우 빠르게 침출 반응이 진행되어 모든 온도에서 초

기 10분에 1시간 침출량의 94-99%가 침출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본 결과로부터 최적 바나듐 침출율을 획득하기 위

해 염배소 산물의 침출 온도는 80°C, 침출 시간은 1시간으

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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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hange in V leaching efficiency (%) depending on 

the roasted ore particle size after re-grinding by vibrating 

cup mill (roasting: 1,000°C, Na2CO3 20wt%, 3 hr/ leaching:

25°C, 3 hr).

Fig. 8. Change in V leaching efficiency (%) depending on 

the leaching time (min) at various leaching temperatures of 

25, 40, 60 and 80°C (roasting: 1,000°C, Na2CO3 20 wt%, 3 

hr/ leaching with the roasted ore re-ground for 25 sec).

결   론

국내산 VTM 광석으로부터 바나듐을 회수하기 위한 소

다회 염배소-수침출 연구를 수행하였다. 자력선별을 통해 

바나듐 농도를 V2O5로써 0.8%로 농축시킨 정광을 투입물

질로 사용하였으며, 해당 광석은 주요 광물로 자철석과 티

탄철석을 함유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염배소 및 수침출 

반응의 영향인자로써 각각 Na2CO3 첨가량, 염배소 온도 및 

시간(이상 염배소 인자)과 염배소 산물 입도, 수침출 온도 

및 시간(이상 수침출 인자) 등을 고려하여 염배소 및 수침

출 최적 조건을 도출하였다. 염배소 최적 조건은 Na2CO3 

20 wt%, 1,000°C, 3시간으로 확인되었으며, 850-1,100°C 

구간의 염배소 온도에 따른 광물상 분석 결과, 온도가 상승

할수록 산화 반응이 활발히 진행되어 3가 바나듐의 5가 바

나듐 화합물로의 산화가 더욱 활발히 일어났을 것으로 추

정되었다. 수침출 최적 조건은 D50 입도 2.1 µm, 80°C, 1시

간으로 도출되었으며, 최적 염배소-수침출 조건을 종합한 

결과, 85.2%의 바나듐 침출율을 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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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연구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자원순환공학전공 교수

(本 學會誌 第56券 第6号 參照)

김 강 영

2013년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화학

과 이학사

2019년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화학과 이학

박사

현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광물자원연구본부 탄소광물화사업단 

선임연구원

(E-mail; kykim0813@kigam.re.kr)

남 철 우

1985년 전북대학교 공과대학 금속공학과 

공학사

1994년 충남대학교 대학원 금속공학과 공

학석사

1999년 전북대학교 대학원 금속공학과 공

학박사

현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광물자원연구본부 자원회수연구센터 

책임연구원

(E-mail; baram@kigam.re.kr)

전 호 석

현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광물자원연구본부 자원회수연구센터 

센터장/책임연구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자원순환공학과 교수

(本 學會誌 第56券 第3号 參照)

김 민 석

1991년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금속공학과 

공학사

1993년 연세대학교 대학원 금속공학과 공

학석사

1998년 연세대학교 대학원 금속공학과 공

학박사

현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광물자원연구본부 자원회수연구센터 

책임연구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자원순환공학 교수

(E-mail; redkms@kigam.re.kr)

이 수 정

현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글로벌협력본부 국제지질자원인재개

발센터 센터장/책임연구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자원순환공학전공 교수

(本 學會誌 第56券 第5号 參照)

정 경 우

1992년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금속공학과 

공학사

1996년 연세대학교 대학원 금속공학과 공

학석사

2004년 연세대학교 대학원 금속공학과 공

학박사

현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광물자원연구본부 자원회수연구센터 

책임연구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자원순환공학 교수

(E-mail; case7@kigam.re.kr)

김 성 돈

2000년 광운대학교 대학원 화학공학과 공

학박사

현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광물자원연구본부 자원회수연구센터 

(E-mail; sdkim@kigam.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