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 of Korean Inst. of Resources Recycling

Vol. 26, No. 4, 2017, 26-33

≫ 연구논문 ≪

26

https://doi.org/10.7844/kirr.2017.26.4.26

pISSN : 1225-8326 eISSN : 2287-4380

저농도 희토류 용액으로부터 PC88A를 이용한 중희토류의 용매추출 연구

안낙균·임병용·이지은·박재량·이찬기·

§박경수

고등기술연구원 신소재공정센터

Solvent Extraction of Heavy Rare Earth Elements Using PC88A 

from Synthesis Solution of Low Concentration Rare Earth Solution

Nak-Kyoon Ahn, Byoungyong Im, Jieun Lee, 

Jae Ryang Park, Chan-Gi Lee and §Kyung-Soo Park

Advanced Materials & Processing Center, Institute for Advanced Engineering (IAE), Yongin, Korea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저농도(약 1 ppm 이하)의 희토류가 함유되어 있는 산업폐수로부터 중희토류의 회수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PC88A를 이용한 중희토류 용매추출 거동을 확인하였다. 평형 pH, 추출제 농도, 추출 상비(A/O) 변화를 통해 PC88A에 의한 중희

토류의 추출 거동을 확인하였고 HNO3, HCl, H2SO4 세 가지 무기산을 이용하여 탈거 거동을 확인하였다. 평형 pH 0에서 중희토류

의 추출이 시작되었으며 평형 pH 1.0에서 중희토류의 추출이 95~100% 완료되었다. 모든 추출 조건에서 원자번호가 높은 물질부터

(Yb > Tm > Er > Dy > Nd > Pr > La) 우선적으로 추출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추출 상비(A/O) 10/1일 때 Yb과 Tm이 최대로

농축되어 초기 농도 대비 각각 6배, 3배 증가하였다. 이 후 희토류의 탈거 거동을 확인하고자 희토류 원소가 추출된 유기상과 세

가지 무기산을 각각 사용하여 비교하였고 HNO3, H2SO4, HCl 순으로 최대 탈거율이 높게 나타났다.

주제어 : 중희토류, 용매추출, PC88A, 분리, 농축

Abstract

The behavior on the solvent extraction of heavy rare earths (HRE) by using PC88A was confirmed to demonstrate the pos-

sibility of recovery on the HRE from industrial wastewater, which consist of low concentration rare earth. We verified the

extraction behavior of the HRE through a change of equilibrium pH, extractant concentration and A/O ratio, and also confirmed

the stripping behavior depending on the type of mineral acids. At equilibrium pH 1.0, extraction of rare earth (RE) was com-

pleted from 95% to 100%. In all extraction conditions, it tend to be extracted in order of high atomic number. When A/O ratio

was 10/1, Yb and Tm were concentrated at the maximum and increased 6-fold and 3-fold compared to initial concentration,

respectively. To confirm the stripping behavior of the RE, three mineral acids were applied to the organic phase and consequently

rate of stripping was increased in order of HNO3, H2SO4 and H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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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희토류는 원자 번호 57번 란타늄(La)부터 71번 루테

늄(Lu)까지 15개 원소에 스칸듐(Sc), 이트륨(Y)을 더한

17개 원소를 총칭하며 희토류 원소를 2개 그룹으로 나

눠 원자 번호 57~63(La~Eu)까지의 7개 원소를 경희토

류, 64~71(Gd~Lu)까지의 8개 원소를 중희토류로 분류

한다. 희토류는 원자번호가 증가할수록 4f의 궤도에 전

자가 채워지는 특성 때문에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하고

열을 잘 전도하는 양도체적인 특징을 갖고 있으며 최근

광학유리, 전자제품, 금속첨가제, 촉매제, 자석 등의 분

야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첨단 산업의 발달

과 함께 희토류의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만 국내

의 경우 환경 문제 및 분리 기술의 부재로 인하여 희

토류 자원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국내 희토류 수요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또

한, 희토류는 수출국의 내부 상황 및 정책에 따라 가격

의 변동 폭이 상당히 크며, 우리나라는 희토류 수입국

으로서 이러한 시장적 변화와 종속에서 벗어나기 힘든

실정이므로 국가 자체적인 희토류 금속 확보 기술이 반

드시 필요하다1,2). 

최근 희토류 금속의 추출 및 분리에 대한 많은 연구

가 진행되고 있으나 주로 수요가 많은 경희토류에 치중

되어 있으며3-8) 중희토류의 경우 부존량이 비교적 적고

원소별 분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연구는 미비

한 실정이다. 특히, 중국에서 이온흡착광상에 함유된 희

토류 금속을 추출하고 분리하는 과정 중 발생한 폐수에

는 중희토류가 저농도(1 ppm 이하)로 존재하고 있으며

중희토류를 회수하기 위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용매추출법을 통해 폐자원에 함유된 저농도의

중희토류를 분리/농축하여 회수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금속의 농도가 10 ppm 이하인 경우 이온교

환이 용매추출에 비해 목적 금속을 회수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용매추출의

여러 가지 변수에 따른 희토류 추출 폐수 모사용액에서

중희토류의 추출 거동을 확인하기 위해 용매추출법을

채택하였다. 한편, 용매추출법은 희토류 금속을 회수하

는데 있어서 이온교환법에 비해 반응속도가 빠르고 처

리용량이 크다는 장점으로 인해 많은 연구가 진행 중이

다9-13). 희토류를 용매추출법으로 분리할 경우 유기용매

로는 양이온 추출제인 D2EHPA와 PC88A가 흔히 사용

되고 있지만, D2EHPA의 경우 분리계수가 낮고14) 탈거

과정에서 산의 소모량이 많은 단점을 갖고 있어

PC88A에 의한 추출 및 분리가 더 효율적인 것으로 알

려져 있다15,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C88A를 추출제

로 이용하여 희토류 혼합 모사용액(Yb, Tm, Er, Y,

Dy, Nd, Pr, La 함유)으로부터 중희토류의 추출 및 분

리 거동을 살펴보았으며, 세 가지 무기산(HNO3, HCl,

H2SO4)을 사용하여 중희토류의 탈거 거동을 비교함으

로써 희토류가 함유되어 있는 산업폐수로부터 중희토류

의 회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실험 방법

본 실험에서는 저농도 중희토류의 용매추출 거동 및

경희토류와의 분리성을 확인하기 위해 chloride계 시약

(RECl3·xH2O, ALFA AESAR)을 사용하여 다섯 가지

중희토류(Yb, Tm, Er, Y, Dy)와 세 가지 경희토류

(Nd, Pr, La)가 혼합된 조성의 모사용액을 제조하였다.

희토류 염화물은 증류수를 이용하여 약 100 ppm의 저

장 용액으로 제조하였고 모사용액은 Table 1과 같은 조

성으로 HCl에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희토류를 추출하기

위한 추출제로는 PC88A (2-ethylhexyl phosphoric acid

mono-2-ethylhexyl ester, Daihachi chem.)를 사용하였

고 희석제로 Exxol D 80 (Exxon mobil chem.)을 이

용하여 추출제의 농도를 조절하였다. 용매추출 실험은

모사용액과 추출제를 일정 비율로 혼합하고 평형 pH를

조절하였으며 이 후 20분간 교반하여 반응시키고 일정

시간동안 정치하여 수용액상과 유기상을 분리시켰다. 평

형 pH를 조절하는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NaOH,

NH4OH 등의 수산화물과 무기산(H2SO4, HNO3, HCl)

등이 사용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추출제의 비누화 효과

를 배제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10 M NH4OH

(30%, JUNSEI) 및 수용액 상의 용매와 동일한 HCl을

사용하였다. 탈거 실험은 추출 실험과 유사한 방법으로

희토류가 추출된 유기상을 세 가지 무기산{HNO3(60%,

SAMCHEON), HCl(35%, DUKSAN), H2SO4(98%,

DAEJUNG)}과 일정 비율로 혼합하여 20분간 교반하여

반응시키고 일정 시간 정치하여 상분리를 진행하였다.

상분리가 완료된 수용액은 ICP-MS (Thermo scientific,

iCAP Q)를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

Table 1. Composition of rare earth synthesis solution

Yb Tm Er Y Dy Nd Pr La

ppm 1.53 1.85 1.39 1.19 1.46 1.35 1.93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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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각 조건에 따른 추출률(Extraction), 분배계수(D), 분

리계수(β), 탈거율(Stripping)을 식 (1), (2), (3), (4)를

기반으로 계산하였다.

Extraction (%) =  (1)

D (Distribution coefficient) = (2)

β (Seperation factor) =  (3)

Stripping (%) =  (4)

상기 식에서 C0는 초기 수상의 희토류 농도, Ceq는

평형 상태의 수상 내 희토류 농도, Cst는 탈거 후 수상

의 희토류 농도를 나타낸다.

3. 결과 및 고찰

3.1. 평형 pH 변화에 따른 추출 거동

Phosphonic acid계 추출제를 이용한 희토류의 추출은

보통 식 (5)과 같이 진행되며 희토류 이온의 농도와 추

출제의 농도가 일정할 경우 수용액상의 H+ 농도(pH)가

희토류 용매추출 반응의 구동력으로 작용하여 평형 pH

에 따른 실험을 진행하였다.

 (5)

먼저 평형 pH 변화에 따른 희토류의 추출 거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0.1 M PC88A와 희토류 모사용액을

상비(A/O) 1.0으로 혼합하고 25oC에서 실험을 진행하

였으며 결과는 Fig. 1과 같았다. 평형 pH가 증가함에

따라 희토류의 추출률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H+이

감소되어 식(5)의 평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추출제에 의

한 희토류의 추출이 활발하게 일어난다17). 또한 희토류

의 추출은 원자번호가 높은 Yb > Tm > Er > (Y)

> Dy > Nd > Pr > La 순으로 추출이 진행되며 이

러한 추출 거동은 희토류의 특징인 lanthanide 수축으로

인해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일반적으로 희토류는

원자번호가 증가할수록 이온의 반지름이 감소(lanthanide

수축)하고 그로 인하여 전하밀도가 증가하는 특성을 지

니며, 이러한 희토류를 양이온교환 추출제로 추출하는

경우 추출제의 음이온과 정전기적 인력이 높은 Yb(원

자번호 70)부터 우선적으로 추출된다13). Y(원자번호

39)의 경우 희토류 중에서 원자번호가 낮음에도 Y3+ 이

온반경이 90.0 pm으로 Er3+(89.0 pm)과 Dy3+(91.2 pm)

사이에 존재하여 중희토류의 추출 거동과 유사하게 나

타난다. Quinn, J. E. 등18)도 위와 같은 phosphonic

acid를 사용한 희토류 추출 결과를 보고하였는데 본 연

구의 결과와 희토류 추출 pH 구간에서 다소 차이가 존

재하였다. 이는 추출제 농도에 따라 희토류가 추출되는

pH의 영역이 달라질 수 있음을 나타낸다.

평형 pH 0에서는 Yb의 추출률이 40%로 가장 많이

추출되고 Tm은 약 15%, Er, Y, Dy는 약 10% 이하

로 공추출 되었다. 평형 pH 0.5에서는 중희토류(Yb,

Tm, Er, Y, Dy)간의 분리가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하

였으며 원자번호가 인접한 원소들의 추출거동이 유사하

게 나타났고 평형 pH 1.0에서는 중희토류가 95~100%

추출되었다. 경희토류의 추출은 평형 pH 1.0 이상에서

Nd와 Pr의 추출이 시작되기 때문에 중희토류와의 분리

는 쉽게 가능하였으며 La은 평형 pH 1.5 이상에서 시

작되고 평형 pH 3.0에서 모든 희토류의 추출이 완료되

었다. 이 후 중희토류 간의 분리성 및 조건에 따른 추

출 거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원소 분리가 뚜렷하게 나타

나는 평형 pH를 0.5로 고정하고 실험을 진행하였다.

3.2. 중희토류의 분리계수 비교

분리계수는 분배계수 값의 분배비로 목적금속과 불순

물 사이의 분리가능성을 나타내며 본 연구에서는 평형

pH 0.5, 0.1 M PC88A의 조건에서 중희토류에 대한 분

리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분리계수를 비교하였다(Table

2). 원자번호가 인접한 원소들의 분리계수를 살펴보면

C
0

Ceq–( )

C
0

--------------------- × 100

C
0

Ceq–( )

Ceq

---------------------

D
1

D
2

------

Cst

C
0

Ceq–( )
--------------------- × 100

RE aq( )

3+
 + 3 HA( )

2 or g( ) = RE HA
2

( )
3 or g( ) + 3H aq( )

+

Fig. 1. Extraction results of REE on the equilibrium pH. 

(0.1 M PC88A, A/O=1/1, 25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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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b/Tm 8.01, Tm/Er 6.35, Er/Y 1.18, Y/Dy 3.53으

로 10 이하의 값을 나타내어 원소 개별적으로 분리하

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원자

번호가 떨어져 있는 경우는 Yb/Er 50.91, Yb/Y

59.87, Yb/Dy 211.57, Tm/Dy 26.40으로 비교적 분리

계수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다단 추출 및 세정

공정을 통해 분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

Lee, M. S. 등이 염산용액으로부터 PC88A를 이용한

희토류간의 분리계수에 대하여 발표한 연구19)에서도 원

자번호가 인접한 원소들의 분리계수가 1~2 사이를 나

타내어 분리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와의 분

리계수 값이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이는 추출제 농도와

수용액의 pH 차이에 의한 것으로 pH가 낮을수록(pH

0~0.5) 중희토류 간의 분리성은 증가하는 반면 추출률

이 감소하여 추후 실제 공정에 적용 시 낮은 pH에서

다단 추출을 통해 원자번호가 높은 희토류부터 선택적

추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3.3. PC88A 농도 변화에 따른 추출 거동

희토류의 농도와 pH가 일정할 경우 추출제 농도 변

화가 희토류 추출 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

여 PC88A의 농도를 0.001~0.5 M까지 조절하였고 평

형 pH 0.5, 상비(A/O) 1.0, 온도 25oC에서 실험을 실

시한 결과를 Fig. 2에 나타내었다. 추출제 농도변화에

관계없이 추출 순서는 원자번호가 높은 순으로 유지되

고 있으며 추출제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중희토류의 추

출률도 함께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경희토류는 전혀

추출되지 않았다. 추출제 농도가 0.05 M 이하에서는 중

희토류의 추출률이 낮고 추출 상비(A/O) 조절 시 중희

토류의 농축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며 추출제 농도가

0.5 M에서는 모든 중희토류의 추출률이 상승하여 원소

별 분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Er과 Y의 경우 평

형 pH 실험 결과와 마찬가지로 모든 구간에서 추출 거

동이 유사하게 나타나 PC88A를 이용한 분리가 어렵다

는 것을 확인하였다. PC88A 농도변화에 따른 추출 거

동 결과를 바탕으로 중희토류의 농축과 원소별 분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0.1 M PC88A를 이용하여 다

음 상비 실험을 진행하였다.

3.4. 추출 상비(A/O) 변화 및 McCabe-Thiele diagram

추출 상비(A/O)를 조절하여 중희토류의 추출 거동과

함께 PC88A의 농축 한계 및 추출 단수를 알아보기 위

하여 평형 pH 0.5, PC88A 0.1 M, 온도 25oC에서 실

험을 실시하였으며 추출 상비(A/O)는 1/4부터 2배수 단

위로 최대 10/1까지 조절하였다. Fig. 3(a)에서는 추출

상비(A/O) 변화에 따른 추출률 그래프이며 추출 상비

(A/O)가 증가함에 따라 중희토류의 추출률은 감소하였

고 원자 번호가 낮을수록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Fig. 3(b)는 추출 상비(A/O) 변화에 따른 유기상에 농

축된 희토류의 농도 그래프이며 Yb과 Tm은 초기농도

에 비해 약 6배, 3배 농축된 것에 비해 Er, Y는 초기

농도와 유사하게 나타났고 Dy는 오히려 10배 감소하였

다. Yb과 Tm 그래프의 곡선이 추출 상비(A/O)가 증가

함에 따라 증가하다가 추출 상비(A/O) 8/1을 기점으로

기울기가 점점 감소하는 것으로 보아 10/1 이상에서는

더 이상 희토류가 농축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

과적으로 추출 상비(A/O)가 증가함에 따라 평형 pH

0.5 조건에서 PC88A와 결합력이 강한 원소부터 선택적

으로 추출이 가능하였고 추출 상비(A/O)가 10/1일 때

Yb이 6배로 농축되었고 Tm은 추출 상비(A/O)가 8/1일

때 3배로 농축되었다.

추출 상비(A/O) 결과를 바탕으로 농축된 Yb과 Tm

에 대해서 McCabe-Thiele diagram을 도시하였으며 그

결과(Fig. 4) Yb의 초기농도가 1.5 ppm인 경우 추출

상비(A/O) 6/1에서 3단 추출에 의해 약 99% 이상 추

Table 2. Comparison of separation factor of HREE

β(D1/D2) Yb Tm Er Y

Tm 8.01 - - -

Er 50.91 6.35 - -

Y 59.87 7.47 1.18 -

Dy 211.57 26.40 4.16 3.53

Fig. 2. Extraction results of REE on the PC88A concent-

ration. (Eq. pH 0.5, A/O=1/1, 25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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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Tm은 초기농도가 1.8

ppm인 경우 추출 상비 2/1에서 4단 추출에 의해 약

99% 이상 추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3.5. 무기산 종류 및 농도 변화에 따른 탈거 거동

탈거 실험에서는 희토류를 평형 pH 0.5, PC88A

0.1 M, 추출 상비(A/O) 10/1에서 추출된 유기상을 사용

하였으며(Table 3) PC88A에 추출된 중희토류 이온을

회수하기 위하여 탈거액으로 HNO3, HCl, H2SO4 세

가지 무기산에 대한 결과와 산 농도가 탈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Fig. 5). 세 가지 산 모두 0.1 M에

서 원자번호가 낮은 희토류부터 탈거가 시작되었으며

이 후 탈거 산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원자번호가 높은

희토류의 탈거율이 높게 나타났다. 탈거액으로 HNO3을

사용하였을 때(Fig. 5(a)) Yb, Tm, Er은 3 M에서 각각

98.6%, 88.9%, 75.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Y, Dy

는 1 M에서 45.5%, 37.2%로 가장 높게 탈거되는 것

을 확인하였다. HCl을 사용하였을 경우(Fig. 5(b)) 1~3

Fig. 3. Extraction results of REE on the A/O ratio. 

(Eq. pH 0.5, 0.1 M PC88A, 25oC)
Fig. 4. McCabe-Thiele diagram on the Yb and Tm.

Table 3. Rare earth concentration in organic phase after extraction

(Eq. pH 0.5, 0.1 M PC88A, A/O=10/1, 25oC)

Yb Tm Er Y Dy Nd Pr La

Initial (ppm) 1.53 1.85 1.39 1.19 1.46 1.35 1.93 1.63

Extraction (%) 58.5 28.3 11.5 9.5 1.4 - - -

Organic phase (ppm) 8.96 5.23 1.59 1.13 0.20 - - -



저농도 희토류 용액으로부터 PC88A를 이용한 중희토류의 용매추출 연구 31

자원리싸이클링 제 26권 제 4호, 2017

M에서 Yb 65.1%, Tm 58.5%, Er 50.7%, Y 32%,

Dy 22.2%가 최대로 탈거되었으며 3 M 이상 농도에서

는 탈거율이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H2SO4을 탈거액으로 사용한 결과(Fig. 5(c)) 다른 무기

산들에 비해 낮은 농도 0.5 M에서 Yb 68.2%, Tm

71.3%, Er 62.9%, Y 41.6%, Dy 29.6%로 최대 탈거

율을 나타내었으며 1 M 이상에서는 중희토류의 탈거율

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희토류 혼합용액에서

추출된 유기상으로부터 세 가지 무기산을 이용한 탈거

시 모든 산 농도가 0.1 M 이하에서는 원자번호가 낮은

희토류부터 탈거가 되어 약산을 이용한 세정 공정을 추

가하여 순도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HNO3 > H2SO4 >

HCl 순으로 최대 탈거율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Phosphonic acid를 이용한 중희토류 회수 연구에 관한

기존 문헌18,20,21)에서는 대부분 단일 희토류 원소가 포

함된 유기상에 HCl을 이용하여 탈거를 실시하였으며 산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탈거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

내었다. Yoon, H. S. 등은22) phosphoric acid에 추출

된 희토류를 무기산으로 탈거하는데 있어서 HCl >

HNO3 > H2SO4 순으로 탈거효율이 우수함을 보고하였

다. 기존 문헌들의 희토류 탈거 거동은 본 연구의 결과

와 유사하였지만 탈거효율 부분에서 다소 차이가 존재

하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서는 탈거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저농도 중희토류의 추출 및 탈거 거동

을 확인하기 위하여 PC88A를 이용한 용매추출법을 수

행하였다. 중희토류의 추출은 lanthanide 수축에 의하여

전하밀도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 원자번호가 높은 희토

류부터 추출이 가능하였다. 평형 pH 0.5에서 중희토류

의 분리성을 확인하기 위해 분리계수를 비교하였으며

원자번호가 인접한 원소는 분리계수가 10 이하로 나타

나 분리가 어렵고 분리계수가 비교적 높은 Yb/Er, Yb/

Y, Yb/Dy, Tm/Dy은 다단 추출 및 세정 공정을 통해

분리의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추출제 농도 변화

에 따른 중희토류의 추출거동은 추출제 농도가 증가함

에 따라 중희토류의 추출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

나 추출제 농도가 0.05 M을 넘어서면서 추출률의 변화

가 거의 없는 결과를 얻었다. 한편, 추출 상비 실험에서

는 A/O가 10/1일 때 Yb과 Tm이 초기 농도 대비 약

6배, 3배 농축됨을 확인하였다. 유기상으로 농축된 희토

류를 다시 수용액으로 회수하기 위하여 무기산을 이용

한 탈거 실험 결과 HNO3 > H2SO4 > HCl 순으로

최대 탈거율이 나타났으며 세 가지 산 모두 농도가 0.1

M 이하에서는 원자 번호가 낮은 희토류부터 탈거가 가

능하였고 1 M 이상에서는 원자 번호가 높은 희토류의

탈거율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

구결과는 저농도 희토류 함유 폐자원으로부터 중희토류

를 분리하는 공정 설계를 위한 기초 데이터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Fig. 5. Stripping results of REE on the acid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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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등기술연구원 신소재공정센터

선임연구원

이 찬 기

•일본 큐슈대 물질이공학과 공학박사

•현재 고등기술연구원 신소재공정센터

수석연구원

박 경 수

•고려대학교 신소재공학과 공학박사

•현재 고등기술연구원 신소재공정센터

책임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