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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개요

● 북한산 비철금속(Mg, REE) 원료소재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원소재 맞춤형 제련-정제-합금화-형상화의 통합형 소재화 기술 개발

<북한산 마그네슘(Mg)을 활용한 소재화 기술 개념도> <북한산 희토류 원소(REE)를 활용한 소재화 기술 개념도>

3 시장성 및 사업성

● 북한 광물자원 개발협력을 통한 미래 핵심형 전략소재(Mg, REE)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 전략소재의 제련과 소재화의 융합기술 개발로 소재공급 단계별의 기술체계 완성

   - 마그네슘 신합금의 수송기기(자동차, 철도, 비행기) 부품소재 적용량 확대

   - 저비용 희토류 자석제조 공정화를 통한 자동차부품 등 적용분야 확대

2 주요내용 및 우수성

기술의 특징

● 북한산 마그네슘(Mg)을 활용한 소재화 기술

   - 제련방법에 따른 원소재 불순물 정밀분석 및 청정화 기술

   - 원소재 맞춤형 합금화, 형상화(전신재, 판재) 기술

   - 고성능 마그네슘 신합금 개발 기술

● 북한산 희토류 원소(REE)를 활용한 소재화 기술

   - 희토류 정광 침출/분리 중간체 용액적용 자성분말 제조 기술

   - 조성 및 입도제어를 통한 자성분말의 자기적 특성 향상 기술

   - 자성분말 고밀도 성형 기술

경쟁기술 대비 우수성

● 북한산 마그네슘(Mg)을 활용한 소재화 기술

   - 북한산 마그네슘 원소재에 따른 불순물 제어 및 청정화

   - 고성능 마그네슘 신합금 개발 (미국, 중국, 일본 등 해외특허등록)

   - 북한산 원소재 맞춤형 합금화, 형상화 기술

● 북한산 희토류 원소(REE)를 활용한 소재화 기술

   - 고가의 고순도 희토류를 사용하지 않고 저가의 제련 중간체를 활용

   - 제련기술과 융합된 경제성 있는 자성분말 제조공정

   - 기존공정 대비, 성형체의 밀도 향상 및 성형공정의 획기적 단축

보유기술

● 북한산 마그네슘(Mg)을 활용한 소재화 기술

   - 고강도, 고내식, 고성형성 마그네슘 신합금

   - 고강도 마그네슘 압출재 제조기술

   - 고성형 마그네슘 합금 연속제조 기술

● 북한산 희토류 원소(REE)를 활용한 소재화 기술

   - 희토류 추출 중간체 용액에서 고품위 전구체 제조

   - 환원/확산 공정 최적화 및 자기적 특성 향상 기술

   - 고밀도 고에너지 성형 기술

합금화기술: 불순물-첨가원소 반응 고성형 판재용 합금 및 제조기술

 국내특허출원, 중국특허출원 예정

Sn, Na 첨가를 통한 고강도화 고강도 압출재 제조기술 개발

고성형 합금 연속제조기술
(헬름홀츠 연구소 위탁)

Ca첨가 및 냉간압연-열처리
공정제어를 통한 성형성 향상

합금화를 통한 불순물 원소
제어 및 내식성 개선

원소재별 첨가원소의 영향

 전해법(DSM/KIGAM) 원소재 특징
- High Fe, very low Ca, 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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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3Al0.3Mn 0.0094 0.0091

Mg3Al0.2Y 0.0051 0.0456

Mg3Al0.5Y 0.0039 0.1233

Mg3Al0.3Mn0.2Y 0.0034 0.0177

전구체 분말제조 및 자성분말 합성공정 개발

자성분말 성형 신공정 연구

제련 중간체 활용 자성분말 제조 기술

자성분말의 미세구조 및 계면특성 연구

[조성제어]

[공침법]

[분무건조법] [입도제어]

 융합특허 (KIMS-KIGAM) : 국내 출원 2건

- 모나자이트로부터 희토류 자성분말의 제조방법
- 희토류 자석 스크랩으로부터 자성분말 제조 방법

 융합특허 (KIMS-공주대학교) : 국내 등록 1건
- Nd-Fe-B계 성형체의 제조방법 및 이의 방법으로 제조된
Nd-Fe-B계 성형체

논문투고 : SCI 2건
- 심사 중 ; Acta Materialia, ACS Applied Materials & Interfaces

 논문게재 : SCI 2건(심사중 1건), KCI 등재학술지 3건
- 게재 ; Journal of Alloys and Compound,

Microscopy and Microanalysis
- 심사 중 ; Scie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