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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 네오디뮴 (Nd)를 함유한 영구자석의 재활용 공정에 대한 Eco-efficiency 평가를 수행하였다. Eco-efficiency를 분석하

기 위해 환경전과정평가 (LCA)와 전과정비용평가 (LCC)가 수행되었다. 환경적 측면에서, 1 kg의 영구자석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1.25E + 00 kg CO2 eq.에 해당하는 지구온난화영향을 나타내었으며, 자원고갈 측면에서는 1.10E - 02 Sb eq.에 해당하는 환경영향이

도출되었다. 이 재활용을 위해서 약 2130원의 비용이 소요되었다. 순수한 Nd와 비교를 수행했을 때, 지구온난화 측면에서 6.43배의

효율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자원고갈 측면에서 분석하였을 때에는 5.32배의 효율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

제적 측면에서, 약 6.74배의 효율성이 나타났으므로, 본 재활용 공정은 환경적 및 경제적으로 모두 개선된 지속가능한 시스템이라

고 분석되었다.

주제어 : 네오디뮴(Neodymium), eco-efficiency, 희토류, Nd 영구자석 재활용

Abstract

In this study, eco efficiency analysis is performed to analyze Neodymium (Nd) containing permanent magnet recycling pro-

cess. Life cycle assessment (LCA) and life cycle costing (LCC) are used to apply eco efficiency analysis. In the environmental

aspects, global warming potential (GWP) of 1kg permanent magnet is 1.25E + 00 kg CO2 eq. and abiotic resource depletion

potential (ADP) is 1.10E - 02 Sb eq. This recycling process costs about 2130 KWR. Environmental efficiency of GWP is at 6.43

and ADP is at 5.32 when compared with vigin metal. Economic efficiency is at 6.74. This study confirms that Nd containing

permanent magnet recycling process is sustainable system because of environmental and economical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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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희토류란 그 발견이 근시대에 이루어졌거나 천연에서

의 산출량이 드물거나 추출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그

수급이 적어, 희유원소 또는 희유금속이라고 불리우는

원소들의 한 그룹을 지칭한다.1) 희토류 중 하나인 네오

디뮴(Neodymium, 이하 Nd)은 원자번호 60번의 은백색

금속으로, 지각내 존재비가 약 22 ppm으로 알려져 있다.

Nd는 1900년대 초반 유리용 소색제로 그 상업적인 사

용이 시작된 이후, 현재는 영구자석의 원재료로 널리 사

용되고 있다. Nd 영구자석은 현재 알려진 영구자석 중

부피 및 무게 대비 가장 강한 자석으로, 마이크와 스피

커, 이어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과 같은 일반적인

용도에서부터 하이브리드 및 전기 자동차의 모터, 풍력

발전기 등 신기술에 이르기까지 강한 자기장을 필요로

하는 곳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2)

Nd는 영구자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재료이며, 앞으로

발전이 예상되는 신기술 분야의 원료로 그 중요성이 부

각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Nd가 포함된 모나자이트

및 희토류광에 대한 국내 발굴 노력은 이제 겨우 그

수요를 짐작하고 파악해나가기 시작하는 단계이며 Nd

의 수급은 전량 중국에서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

이다. 전 세계 희토류의 90% 이상을 공급하는 중국은

자국의 경제발전과 산업의 고도화에 따른 안정적인 희

토류 수급을 위하여, 2012년부터 활발한 자원외교 및

수출입 통제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세계적

인 희토류 수급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3)

안정적인 국내 Nd 수급을 위해서 폐기되는 영구자석

에 존재하는 Nd를 재활용하는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Nd 재활용이

친환경적이고 경제성을 갖추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발된 폐 Nd

영구자석 재활용 기술이 Nd 신재 생산 및 고철 처리

대비 가질 수 있는 환경적, 경제적인 이점을 분석하기

위해, 전과정평가 및 전과정비용평가, Eco-efficiency 분

석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2. 방법론

본 연구에서는 대상 시스템의 환경성과 경제성 모두

를 평가하기 위해 eco-efficiency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Eco-efficiency 분석을 위한 수행 절차는 Fig. 1과 같다.4)

본 연구에서는 전과정평가와 전과정비용평가를 통해 환

경성 및 제품 시스템의 가치평가를 수행하였다. 전과정

평가는 연구 대상 시스템의 원료 채취부터 수송, 제조,

사용 및 폐기를 포함하는 전과정에 걸친 모든 투입물과

배출물을 정량화하여, 잠재적인 환경 영향을 평가하는

방법론이다.5,6) 전과정비용평가는 전과정 관점 접근법

(Life Cycle Thinking approach)의 일환으로 전과정평

가와 함께 자주 활용되는 경제성 분석 방법이다. 전과

정평가와 마찬가지로 연구 대상 시스템의 제작(또는 구

입)부터 운영, 유지관리, 최종 폐기처리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에 걸쳐 발생하는 모든 비용들을 합산하고 분석

하여 전체 비용의 관점에서 가장 경제적인 대안을 선택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성 평가 방법이다.7)

Fig. 1. Phases of an eco-efficiency assessment.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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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목적 및 범위

3.1. 연구 목적

본 연구는 폐 Nd 영구자석 재활용 공정에 대한 환

경성, 경제성 측면을 분석하여 평가하고, 이를 통해 재

활용된 Nd와 신재의 Eco-efficiency를 분석하고자 한다.

3.2. 연구 범위

3.2.1. 대상 시스템

본 연구의 대상 시스템은 폐 Nd 영구자석 재활용

공정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 대상 시스템은 개발단계

의 공정으로써 폐 Nd 영구자석의 수거 및 수송은 시스

템 경계에서 제외하였다. 시스템 경계는 Fig. 2와 같다.

대상 시스템의 기능은 폐 Nd 영구자석의 재활용을 통

한 Nd2O3의 회수, 기능단위는 1kg의 폐 Nd 영구자석

의 재활용, 기준흐름은 폐 Nd 영구자석 1kg으로 설정

하였다.

3.2.2. 평가 항목

본 연구의 환경성 평가를 위해, 폐 Nd 영구자석 재

활용 공정에 대한 자원고갈(ADP, Abiotic resource

Depletion Potential)을 고려하였으며, 공정 가동으로 인

한 온실가스의 영향 파악 측면에서 지구온난화(GWP,

Global Warming Potential)를 고려하였다. 자원고갈과

지구온난화의 고려를 위해 환경부에서 제시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CML 2001 자원고갈

특성화인자와 IPCC 1996 지구온난화 특성화인자를 적

용하였다.8,9) 경제성 평가를 위해서 자본 비용과 유지

및 보수 비용을 제외한 운영 비용 만을 고려하였다. 운

영 비용을 위해서 원부자재 취득 비용, 에너지 사용 비

용, 폐기물 처리 비용, 제품 및 부산물 판매 수익을 고

려한다.

4. 데이터 수집 및 계산

4.1. 데이터 수집

현장 데이터의 수집이 가능할 경우 대상 공정에 대한

1차 데이터를 우선으로 수집하였으며, 데이터 수집이 불

가능할 경우 2차 데이터(계산치)를 적용하였다. 수집된

데이터와 품질은 다음 Table 1과 같다.

4.2. 데이터 계산

개발단계의 공정 상 1차 데이터 수집의 한계가 있는

경우 수집가능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투입물과 배출물의

몰수 및 분자량을 적용한 화학양론적 계산 결과를 이론

투입배출량 데이터로 적용하였다.

Fig. 2. System boundary.

Table 1. Data quality for target system

구분 명칭 단위
데이터 품질

1차 데이터 2차 데이터

투입물

폐 Nd 영구자석

kg

●

O2 ●

H2SO4 ●

Na2SO4 ●

NaOH ●

공정수 ●

세척수 ●

에너지 전기 kWh ●

배출물

Nd2O3

kg

●

침출잔사 ●

폐수 ●

O2 ●

H2O(증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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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데이터 계산(예.하소공정)

하소공정은 Nd(OH)3 형태로 얻어진 Nd에 고온을 가

하여 수증기를 날려보내 Nd2O3를 얻어내는 공정으로, 증

발되는 수증기와 얻어지는 Nd2O3의 정확한 무게 데이

터의 수집이 불가능하다. 이에 다음 반응식을 기준으로

수증기와 Nd2O3의 무게를 계산하였다.

2Nd(OH)3 → Nd2O3 + 3H2O

위 반응식의 반응물질과 생성물질 각각의 분자량을

계산한 후, 반응물질의 몰수와 무게를 기준으로 생성물

질의 몰수와 무게를 계산하였다. 계산된 값은 다음

Table 2와 같다.

5. 결 과

5.1. 환경성평가

5.1.1. 자원고갈

대상 시스템을 통해 폐 Nd 영구자석 1kg을 재활용

할 경우, 1.10E-02 kg antimony eq.의 자원고갈 영향을

가진다. 세부 공정별로 영향을 분석할 경우, 복염침전공

정에서 황산나트륨의 사용으로 인해 전체 자원고갈 영

향의 81.7%가 발생한다. 여과 공정에서 발생하는 침출

잔사는 고철과 같이 판매되어 매립 및 재활용 된다. 침

출잔사의 매립은 2.10E-05 kg antimony eq., 재활용은

-5.61E-04 kg antimony eq.의 영향을 가지며, 총 5.40E-

04 kg antimony eq.의 자원고갈 측면의 이득을 가진다. 대

상 시스템의 자원고갈 영향평가 결과는 Fig. 3과 같다.

5.1.2. 지구온난화

대상 시스템을 통해 폐 Nd 영구자석 1 kg을 재활용

할 경우, 1.25E + 00 kg CO2 eq.의 지구온난화 영향을

보인다. 세부 공정별 분석 결과, 복염침전공정이 황산

나트륨의 사용으로 인해 4.84E-01 kg CO2 eq.(전체 지

구온난화 영향의 38.8%)의 가장 큰 지구온난화 영향을

가진다. 자원고갈 측면에서 이득을 보이는 여과공정의

침출잔사 판매는 지구온난화 측면에서 3.20E-01 kg

CO2 eq.(전체 지구온난화 영향의 25.6%)로 두 번째로

큰 영향을 가지는 공정으로 나타난다. 대상 시스템의 지

구온난화 영향평가 결과는 Fig. 4와 같다.

5.2. 경제성평가

대상 시스템의 경제성 평가를 위해, 폐 Nd 영구자석

의 재활용에 투입되는 비용을 파악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입이나 처리 등의 지출 비용을 양수(+)로, 판매 등의

수익을 음수(−)로 계산하였다. 폐 Nd 영구자석 재활용

Table 2. Example : data calculation results

반응물질 생성물질

물질 몰수 [M] 분자량 [g/M] 무게 [kg] 물질 몰수 [M] 분자량 [g/M] 무게 [kg]

Nd(OH)3 2.75 195.26 5.36E-01
Nd2O3 1.37 336.48 4.62E-01

H2O 4.12 18.01 7.42E-02

반응물질 전체 무게 5.36E-01 생성물질 전체 무게 5.36E-01

Fig. 3. ADP result of target system.

Fig. 4. GWP result of targe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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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중 가장 큰 지출은 복염침전물의 여과 및 세척

공정으로 1,495.9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이 중, 폐수 처

리비용이 1,495.8원으로 전체 비용 중 가장 높은 비율

(70.3%)을 차지한다. 폐 Nd 영구자석 재활용 공정의

이득은 황산침출물 여과공정의 고철(침출잔사) 판매 가

격으로 1 kg의 폐 Nd 영구자석 재활용 시 (−)610원으

로 분석된다. 이득을 고려하여 폐 Nd 영구자석 1 kg을

처리하기 위한 총 비용은 2,128.1원이며 세부적인 비용

분석 결과는 Fig. 5와 같다.

5.3. Eco-efficiency 평가 결과

앞서 분석된 폐 Nd 영구자석 재활용 공정의 환경성

평가 결과와 경제성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아래 식을

통해 Eco-efficiency를 도출하였다.

Eco-efficiency = (경제 효율성) × (환경 효율성)

환경 및 경제 효율성 도출을 위한 비교 대상 시스템

으로는 “폐 금속 1 kg의 처리 및 Nd2O3 신재 생산”으

로 설정하였다. 폐 금속 1 kg의 처리를 위해, 기존의

폐기물 발생 통계 중, 금속의 재활용이 가장 높은 비율

로 이루어지고 있는 “2010년도 건설폐기물 발생 및 처

리현황”의 폐금속 처리량 비율을 적용하여 매립, 소각,

재활용을 구분하였다. 그리고 폐 Nd 영구자석 재활용

공정에서 발생하는 재생 Nd2O3와 동일한 양 만큼의

Nd2O3 신재 생산에 대한 영향을 도출하여 비교하였다.

비교 대상 시스템의 환경성, 경제성 평가 결과는 다음

Table 3과 같다. 

대상 시스템과 비교 대상 시스템 간의 환경성, 경제

성 효율성 계산 과정 및 결과는 다음 Table 4와 같다.

환경 효율성과 경제 효율성의 곱으로 도출되는 Eco-

efficiency의 경우, 자원고갈 측면에서 35.88배, 지구온

난화 측면에서 43.33배의 효율성을 가지는 것으로 도출

되었다. 이를 도식화 한 Eco-efficiency portfolio는 다

음 Fig. 6과 같다. 폐 Nd 영구자석의 재활용은 Nd 영

구자석이 고철로 처리되는 것과 Nd2O3 신재를 생산하

는 것에 비해 환경성 및 경제성 측면의 효율성이 모두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5.3.1. 폐수처리 비용 변화에 따른 Eco-efficiency 변

화 분석

본 연구의 대상 시스템인 폐 Nd 영구자석 재활용

공정은 현재 개발 단계의 기술이므로, 기술의 개발에 따

Fig. 5. Life cycle costing of target system.

Table 3. ADP, GWP, and LCC of comparison of the target system

구분 단위 값

환경성 평가
자원고갈 kg antimony eq./kg 5.84E-02

지구온난화 kg CO2 eq./kg 8.02E+00

경제성 평가 원/kg 14,349.69

Table 4. Environmental, economic efficiency results

구분 계산과정 효율성

환경성 평가

자원고갈
ADPref.

=
5.84E-02

5.32
ADPalt. 1.10E-02

지구온난화
GWPref.

=
8.03E+00

6.43
GWPalt. 1.25E+00

경제성 평가
Costref.

=
14,349.69

6.74
Costalt. 2,128.06



60 金昞住·金炯奭·尹虎成·曺奉圭·許 鐸

J. of Korean Inst. Resources Recycling Vol. 22, No. 4, 2013

라 공정의 개선이 있을 수 있다. 폐 Nd 영구자석 재활

용 공정의 경제성 측면 원가동인 중 가장 큰 요인은

폐수처리이며, 비용과 관련된 전체 요인 중 75.9%를

차지한다. 폐수처리 비용은 재활용 공정의 화학물질 사

용량, 반응량 등과 관계가 있으며 이는 공정이 개발됨

에 따라 그 비용이 크게 변화할 수 있다. 이에 Fig. 7

과 같이 폐수처리 비용이 변화할 경우를 가정하여 Eco-

efficiency 변화를 분석하였다.

폐수 처리 비용 변화의 경우, 환경 효율성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경제 효율성의 변화를 유발한다.

변화하는 추세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폐수 처리 비용

을 감축할수록 효율성 개선의 폭이 넓어진다. 폐수 처

리 비용이 50% 증가했을 경우의 경제 효율성의 변화량

은 1.85(기존대비 27.51%)이지만, 폐수 처리 비용이

50% 감소했을 경우의 경제 효율성의 변화량은 4.12(기

존대비 61.16%)에 달한다. 폐수 처리 비용이 현재에

비해 9배 이상 증가한 1019.82%이상이 될 경우, 경제

효율성이 ‘1’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어, 경제성 측면에서

폐 Nd 영구자석을 재활용하지 않는 경우보다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경제성 측면과 환경적 측면의 개선 중

한가지를 선택해야하는 trade-off가 발생하게 된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폐 Nd 영구자석의 재활용에 대한 환

경성, 경제성 평가 및 Eco-efficiency 분석을 수행하였

다. 이를 위해, 기준흐름으로 정의된 1 kg의 폐 Nd 영

구자석의 재활용을 비교 대상 시스템(1 kg의 고철 처리

및 Nd2O3 신재 생산)과 비교 분석하였다. 폐 Nd 영구

자석을 재활용할 경우, 재활용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5.32배의 자원고갈 측면 효율성을, 6.43배의 지구온난화

측면 효율성을 가진다. 경제성의 경우, 6.74배의 효율성

을 가진다. 이를 종합하면, 폐 Nd 영구자석의 재활용은

자원고갈 측면에서 35.88배의 효율성을, 지구온난화 측

면에서 43.33배의 효율성을 보인다. 이러한 Eco-

efficiency는 Eco-efficiency portfolio 상 제 1사분면에

위치하므로, 환경성과 경제성이 모두 개선된 지속가능

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다. 폐 Nd 영구자석 재활용 기

술은 경제적 측면에서 폐수처리 비용에 큰 의존도를 가

지며, 만약 현재의 폐수 처리비용이 9배 이상 증가한

1019.82% 이상이 될 경우, 경제 효율성이 ‘1’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 이러한 경우, 환경성 측면에서는 대상

재활용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나, 경제성 측

면에서는 폐 Nd 영구자석을 재활용하는 것보다 기존의

고철처리 및 Nd2O3 신재 생산이 더 효율적이게 된다.

이처럼 환경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서로 다른 결과를 가

지게 될 경우 trade-off가 발생하게 되어 다양한 이해관

계자의 판단을 통해 기술의 시행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대상 시스템은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공정으로, 공정의 수율 및 에너지와 물질의 사용량 등

에서 추가적인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단계이다. 물질의

재활용을 위해서는 제품 단위의 폐기물 수거 및 선별이

반드시 필요하며 본 연구 대상 시스템이 완전히 구축되

어 수거 및 선별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가 수행될 경우,

환경성경제성 측면의 많은 부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

된다. 따라서 본 재활용 공정에 대한 지속적인 환경성

경제성 평가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며, 본 연구의

결과는 개발 중인 대상 재활용 공정이 국내에 도입되기

위한 환경성과 경제성 측면의 의사 결정을 위한 기초

Fig. 6. Eco-efficiency portfolio of Nd permanent magnet

recycling.

Fig. 7. Eco-efficiency portfolio based on the change of
waste water treatment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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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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