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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폐 영구자석 스크랩에 함유된 희토류원소(Rare Earth Element, R.E.)를 첨가하여 고강도 회주철의

제조 방법을 검토하였다. 폐 영구자석 스크랩에 함유되어있는 희토류원소가 회주철의 응고 시 복합유화물 및 A형

흑연 형성을 촉진하여 조직 및 기계적 특성 향상에 효과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 영구자석 스크랩을 접

종제로 활용하여 주조 시 인장강도는 306 MPa의 우수한 특성으로 나타났으며, 고가의 희토류원소를 사용하여 접

종한 실험의 인장강도와 비슷한 수준의 특성이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고특성의 회주철 제조에 있어서 폐 영구자석

스크랩을 활용한 R.E. 첨가가 효과적인 접종방안임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 회주철, 희토류원소, 영구자석 스크랩, 흑연반응, 접종

Abstract

In this study, we developed a method for manufacturing high strength gray cast irons by adding a rare earth element (R.E.)

included in a spent permanent magnet scrap to gray cast irons. The improvement of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gray cast irons

is attributed to A-type graphite formation promoted by complex sulfide, which was formed by R.E. in the spent magnets during

a solidification process. The cast specimen inoculated by R.E. in the spent magnet scrap showed excellent tensile strength up

to 306 MPa, and is similar to that of the specimen inoculated by expensive misch-metal. In this regards, we concluded that the

cheap spent magnets scrap is a very efficient inoculation agent in fabrication of high performance gray cast irons.

Key words : Gray cast iron, Rare earth element, Permanent magnet scrap, Graphite reaction, Inoculation

1. 서 론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산업분야에서는 미세먼지 및

CO2 저감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자동차산업 또한 강화

되고 있는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선진국들은 수년

전부터 자동차 핵심부품의 경량 및 고특성화를 위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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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자동차 엔진 및 차량 핵심

부품 소재로써 회주철(Gray Cast Iron)은 가격이 싸고,

주조성, 가공성 및 진동감쇠성 등이 매우 우수한 소재

이다1-5). 비철계 소재 대신 회주철을 사용하여 자동차용

주물부품을 박육화할 수 있다면, 부품 중량을 비철계 주

물부품 수준으로 경량화가 가능하면서, 특성 및 성능을

비철계 주물부품 이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6,7).

회주철 소재의 박육화에는 많은 기술적 어려움이 존

재한다. 주물의 두께가 얇아질수록 냉각속도가 빨라져

흑연 형성이 억제되고 칠(Chill) 조직이 형성되어 취약

해진다. 따라서 주물의 두께가 얇아질수록 더 높은 강

도와 유동성이 요구되어 제조에 어려움이 있다. 회주철

부품의 박육화 시 칠 조직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접종공

정에서 희토류원소(Rare Earth Element, R.E.)를 첨가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8,9). R.E.를 Mn 및 S 대비 적절

한 함량을 첨가할 경우에 복합유화물이 형성되어 흑연

의 핵생성 자리로 작용하여 A형의 흑연 조직을 형성하

고 칠 조직을 억제하기 때문이다10,11). 하지만 R.E.는

대부분 고가이기 때문에 주철제품에 적용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희토류계 영구자석의 경우에는 네오디뮴(Nd)과 같은

R.E.를 포함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제조 공정에서 발

생되는 불량품이나 가공 중 발생되는 스크랩 등과 같은

영구자석 부산물이 전체 영구자석 생산량의 30% 가까

이 발생하고 있다. 수명을 다한 소형 전자기기, 가전 및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폐 영구자석 또한 해마다 증가하

고 있다. 이러한 희토류계 영구자석 부산물 및 폐 영구

자석으로부터 R.E.를 분리, 추출하여 재활용하는 기술

이 개발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R.E.의 재활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

다12). 본 연구에서는 폐 영구자석 스크랩을 주철의

접종공정에 활용함으로써 고특성의 회주철 개발을 위

한 연구를 하였으며, 또한 희토류계 영구자석 부산물

및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기술 개발에도 활용하고자

한다.

2. 실험방법

2.1. 화학조성 및 접종방안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실험조성은 Fe-3.3wt%C-

2.1wt%Si-2.0wt%Mn-0.1wt%S 합금을 기준조성으로 하

였다. 실험조성 No. 1은 R.E.를 첨가 하지 않은 기준

조성이고, No. 2 및 3은 R.E.를 첨가하였다. 실험조성

No. 2는 65wt%Ce-35wt%La성분의 미쉬메탈(Misch

Metal)을 이용하여 R.E.를 첨가하였고, 실험조성 No. 3

은 33wt%Nd-66wt%Fe-1wt%B조성의 폐 영구자석 스

크랩을 첨가하였다. 미쉬메탈은 전체 용탕량의 0.3 wt%

를 첨가하였고 폐 영구자석 스크랩은 Nd 첨가량이 전

체 용탕량의 0.3 wt%가 되도록 계산하여 첨가하였다.

실험시편의 화학조성은 분광분석기(Spark Emission

Spectrometer)로 측정되었고, 분석한 화학조성을 Table

1에 정리하였다. 

2.2. 용해주조

용해공정에는 75 kW 출력의 고주파 유도로가 이용

되었다. 선철 21 kg과 고철 6 kg을 기준으로 페로 실

리콘(Fe-Si) 및 페로 망간(Fe-Mn)을 장입하여, 용탕량이

28 kg이 되도록 하였다. 용해주조 및 접종 처리(R.E.

첨가)는 Fig. 1에 나타내었다. 용해온도는 1,500~1,550
oC 정도를 유지하였고, 1,530oC에서 래들(Ladle)에 출

탕 하였다. 미쉬메탈은 알루미늄 호일에 싼 후 래들에

넣어서 출탕과 동시에 접종 처리하였다. 폐 영구자석 스

크랩은 별도의 처리 없이 출탕과 동시에 래들에 넣어서

접종 처리하였다. 래들에서 용탕 교반 및 슬래그(Slag)

제거를 한 후 1,400oC에서 조성분석용 시험편 주형,

퀜칭(quenching) 시험용 수정 도가니, 인장시험용 봉상

형 주형 및 칠 깊이 시험용 주형에 용탕을 주입하였다.

2.3. 분석 및 평가

객관성 있는 미세조직 분석을 위하여 인장시험편 주

조재의 끝부분 정 중앙부를 채취하여 관찰하였다. 흑연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wt%)

Specimen C Si Mn S P Remarks

No. 1 3.25 2.11 1.96 0.1 0.1 -

No. 2 3.30 2.14 1.91 0.1 0.1 R.E. addition

No. 3 3.29 2.11 1.95 0.1 0.1 Magnet Scrap ad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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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상은 광학현미경(Optical Microscope)을 이용하여

50~100배율로 관찰하였고 ASTM A 247 규격에 따라

분류하였다. 흑연 핵생성 관찰은 FE-SEM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및 EDS

(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scopy)를 활용하였다.

칠 깊이(Chill Depth) 측정용 주형은 ASTM A 367

규격에 따라 CO2주형법(CO2 Molding Process)으로 제

작되었다. 제작된 주형을 20 mm두께의 동판 위에 올려

놓고, 용탕을 주입하였다. 칠 깊이 측정은 백선화 칠 깊

이(Clear Chill Depth) 및 전체 칠 깊이(Total Chill

Depth)를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기계적 특성은 φ30봉상

형 쉘 몰드에 주조하여 가공 후 인장강도(Tensile

Strength) 및 브리넬 경도(Brinell Hardness) 시험을 하

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흑연 조직 및 칠 깊이에 미치는 R.E. 첨가 영향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한 흑연 형상의 미세조직을 Fig.

2에 나타내었다. Fig. 2(a)는 접종을 하지 않은 실험조

성 No. 1이며 A형 흑연과 B형 흑연이 함께 관찰되었

다. Fig. 2(b)는 미쉬메탈을 접종한 실험조성 No. 2이

며 A형 흑연이 대부분인 것으로 관찰되었다. Fig. 2(c)

는 폐 영구자석 스크랩을 첨가한 실험조성 No. 3이며

A형 흑연이 대부분인 것으로 관찰되었고 B형 흑연은

형성되지 않았다. No. 2 및 No. 3 두 조건 모두 R.E.

첨가 효과로 A형 흑연 형성은 증가하였고, B형 흑연

형성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3은 칠 깊이에 미치는 R.E. 첨가 효과를 분석하

기 위하여 각 조성별로 주조한 칠 깊이 시험시편이다.

측정한 칠 깊이는 Table 2에 정리하였다. Fig. 3(a)의

R.E.가 첨가되지 않은 실험조성 No. 1의 경우 칠이 시

편의 전체에서 형성되었다. Fig. 3(b)의 미쉬메탈을 첨

가한 실험조성 No. 2와 Fig. 3(c)의 폐 영구자석 스크

랩을 첨가한 실험조성 No. 3의 칠 깊이는 각각 8.9

mm 및 9.2 mm로 감소하였다. 실험조성 No. 1은 높

은 Mn 함량의 영향으로 탄화물(Fe3C) 형성을 촉진시켜

일반적인 조성의 주철보다 칠이 깊게 형성되었다. 실험

조성 No. 2 및 No. 3은 높은 Mn의 함량임에도 R.E.

첨가 효과로 인하여 A형 흑연 비율의 증가와 함께 칠

Fig. 1. Experimental procedure.

Fig. 2. Optical micrographs of graphite morphology in cast iron. (a) No. 1, (b) No. 2, (c) No.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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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회주철의 응고거동에 있어서 R.E. 첨가 효과는 공정

반응 시 흑연 핵생성 촉진, A형 흑연의 증가 및 칠 깊

이 감소 효과이다. 하지만 회주철 주조 시 R.E. 첨가는

Mn과 S의 함량, 접종방법, 용해온도 및 유지시간 등

여러 요인에 영향을 받으며 오히려 흑연 형성 저해 및

칠 형성을 촉진시키기도 한다13). 일정한 수준의 R.E.

첨가 시 흑연 핵생성 자리 증가를 통해 칠 형성이 억

제되는 반면 과잉 첨가 시 흑연 핵생성을 하고 남은

R.E.는 탄화물 안정화 효과를 가져와 칠 형성을 촉진하

게 된다. 이러한 R.E. 첨가 효과는 S의 함량과 비율에

의하여 많은 영향을 받는다. 저 함량보다는 0.6 wt% 이

상의 높은 S 함량의 용탕에서 R.E. 첨가에 따른 A형

흑연 증가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 R.E./S의 비율은

약 2.5 이상 5.0. 미만의 범위에서는 A형 흑연 형성을

촉진하게 된다. 약 2.5 미만의 R.E./S의 비율에서는 A

와 D형 흑연이 공존을 촉진하게 되며 R.E./S의 비율이

5 이상으로 R.E.가 과잉 첨가된 경우 칠 형성을 촉진한

다9). 본 연구에서는 미쉬메탈과 폐 영구자석 스크랩을

이용한 R.E. 첨가량은 0.3 wt%, S의 함량은 0.1 wt%

및 R.E./S를 3 수준으로 조성 설계를 하여, A형 흑연

형성 촉진 및 칠 형성 억제에 R.E.가 효과적으로 작용

한 것으로 판단된다.

3.2. 흑연 핵생성 자리에 미치는 R.E. 첨가 영향

FE-SEM으로 관찰한 흑연 핵생성 자리의 미세조직

사진을 Fig. 4에 나타내었다. Fig. 4(a)의 R.E.가 첨가

되지 않은 실험조성 No. 1의 경우 다수의 MnS 유화

물은 관찰되었지만 편상흑연이 성장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Fig. 4(b)의 미쉬메탈을 접종한 실험조성 No.

2의 경우 MnS 유화물을 중심으로 편상흑연이 형성되는

것을 다수 관찰되었다. Fig. 4(c)의 폐 영구자석 스크랩

을 이용하여 접종한 실험조성 No. 3의 경우 역시

MnS 유화물을 중심으로 편상흑연이 형성되는 것을 다

수 관찰할 수 있었다.

Fig. 5는 EDS-mapping을 통한 흑연 핵생성 자리 구

성 원소들을 분석한 결과이다. Fig. 5(a)의 미쉬메탈을

첨가한 실험조성 No. 2는 흑연 핵의 중심부에서 Mn과

S가 뚜렷하게 검출 되었다. 흑연 핵 중심부인 MnS 주

위에서는 La과 Ce 위주로 검출되었다. 이러한 흑연 핵

Fig. 3. Effect of rare earth element addition on chill depth. (a) No. 1, (b) No. 2, (c) No. 3

Table 2. Clear/Total chill depth and Tensile strength/Hardness

Specimen
Chill depth Mechanical Properties

Clear chill depth(mm) Total chill depth(mm) Tensile strength(MPa) Hardness(HB)

No. 1 20.7 Full 252 243

No. 2 7.5 8.9 309 229

No. 3 7.8 9.2 306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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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중심으로 편상흑연이 성장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Fig. 5(b)의 폐 영구자석 스크랩을 첨가한 실험조성

No. 3 또한 흑연 핵 중심부에서 Mn과 S가 검출된 것

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MnS 주위에서는 Nd가 검출되

었고 편상흑연이 성장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폐 영구자

석 스크랩에 미량 함유된 B의 경우 FE-SEM미세조직

및 XRD 분석에서 나타나지 않았으며, 용해 중 B2O3과

같은 산화물계를 형성하여 슬래그로 제거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14). EDS-mapping 관찰된 바와 같이 흑연 핵

생성 자리에 관찰된 입자는 단일 상이 아닌 Mn, S 및

R.E. (Ce, La 및 Nd)가 복합유화물의 형태로 존재한

다. R.E. 첨가 시 이러한 복합유화물을 형성은 유효한

흑연 핵생성 자리에 증가에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Fig. 4. Effect of rare earth element addition on nucleation behavior of graphite. (a) No. 1, (b) No. 2, (c) No. 3

Fig. 5. EDS-mapping of graphite nucleation. (a) No. 2, (b) No.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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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흑연 핵생성 거동에 미치는 R.E. 첨가 영향

R.E. 첨가 시 흑연의 형성거동을 분석하기 위하여 주

철 응고 과정을 흑연 형성 전, 흑연 형성 직후, 응고

완료로 나누어 관찰하였다. 흑연 핵생성 거동 관찰을 위

한 시편은 미쉬메탈을 첨가한 조성을 주로 분석하였으

며, 용해 및 접종 처리 후 지름 3 cm, 깊이 1 cm의

수정 도가니에 1,400oC에서 주입 후, 흑연 형성 과정에

맞는 각각의 적정 온도에서 물에 퀜칭하여 분석 시험

편을 준비하였다. 

흑연의 형성이 시작된 복합유화물은 크게 두 가지 형

태로 구분되었다. Fig. 6(a)와 같은 첫 번째 유형은

MnS에서 (R.E.,Mn)xSy가 형성된 형태의 복합유화물로

Fig. 6. Types of graphite formation by addition of rare earth element. (a) No. 2, (b) No.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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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흑연 조직이 성장한 형태이다. Fig. 6(b)와 같은

두 번째 유형은 R.E.2S3 (Ce2S3, La2S3 및 Nd2S3)에서

MnS와 (R.E.,Mn)xSy가 차례로 형성된 3층의 복합유화

물로부터 흑연이 성장한 형태이다13). 두 유형의 입자들

은 서로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흑연

핵생성에 관여한 최외각 층은 모두 (R.E.,Mn)xSy 복합

유화물로서, R.E. 첨가 후 효과적인 흑연 핵생성에는

MnS 및 R.E.2S3의 단일 유화물이 아닌 Mn과 R.E.의

복합유화물이 중요한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R.E. 첨가 후 흑연 핵생성을 촉진한 복합유화물의 성

장 과정은 응고 초기와 공정온도 부근에서 퀜칭한 시

편을 통해 관찰하였다. 1,320oC에서 퀜칭한 시편에서

흑연 핵생성이 시작되기 전 형성된 입자들을 관찰하여

Fig. 7에 나타내었다. 용탕에서 형성되는 유화물의 종류

는 크게 4가지로 분류가 가능하였으며, 4가지 형태 모

두 (R.E.,Mn)xSy 복합유화물 층의 형성 없이 MnS가

최종적으로 형성된 형태를 나타냈기 때문에 MnS의 내

부 구조의 차이에 따라 구분되었다. 응고 초기에 형성

된 유화물의 분석 결과에서 유화물은 Type-A (MnS),

Type-B (XO+MnS), Type-C (R.E.2S3+MnS) 및 Type-

D (XO+R.E.2S3+MnS)의 4가지 형태로 존재하였다(X:

선철 및 철 스크랩에 함유된 미량의 금속원소). R.E.2S3

에서 MnS가 성장한 Type C, D에 비해 R.E.2S3 형성

과 관계없이 MnS가 형성된 Type A, B 형태 입자가

상대적으로 매우 많은 빈도로 관찰되었다. Fig. 8(a)는

Type-A 및 B의 흑연 형성거동이다. 공정반응 개시 전

형성된 MnS를 중심으로 (R.E.,Mn)xSy 복합유화물이 형

성되어 흑연이 성장하는 형태이다. Fig. 8(b)는 Type-C

및 D의 흑연 형성거동이다. 공정반응 개시 전 R.E.2S3

를 중심으로 MnS가 형성되고 (R.E.,Mn)xSy 복합유화물

이 형성되어 흑연이 성장하는 형태이다. 공정온도 부근

(흑연 핵생성 초기)에서 흑연 핵생성 거동을 관찰한 결

과와 같이 유화물을 통해 흑연 형성이 시작된 경우, 어

떠한 형태로 MnS가 형성 되었는가에 관계없이 MnS

주위에 (R.E.,Mn)xSy 복합유화물이 층상으로 형성되어

흑연의 성장이 시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는 R.E.가 첨가된 경우 (R.E.,Mn)xSy 복합유화물의 형

성 여부가 흑연 핵생성의 촉진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임을 나타낸다. 복합유화물이 형성되지 않은 MnS

단일 유화물의 경우에는 흑연의 형성을 거의 관찰할 수

없었다. MnS는 결정구조가 NaCl 구조이며, Hexagonal

구조의 흑연과 격자 정합성이 나쁘기 때문이다13). R.E.

가 첨가된 회주철은 응고 시 초정 오스테나이트 형성

전 R.E.와 S가 주로 R.E.2S3유화물로 형성된다. 공정온

도에서 R.E.2S3유화물은 MnS를 중심으로 (R.E.,

Mn)xSy 형태의 복합유화물을 형성하여 흑연 핵생성을

개시한다. 이러한 (R.E.,Mn)xSy 복합유화물은 흑연과의

정합성이 좋아 흑연 핵생성을 역할을 하며 침상 흑연의

성장을 촉진시킨다13). 이러한 흑연 핵생성 반응에 효과

적인 대표 R.E.는 Ce로 알려져 있으며 La, Nd, Y 첨

가 시에도 유사한 양상이 나타난다15). 분석 결과와 같

이 폐 영구자석 스크랩을 활용하여 Nd를 첨가한 실험

조성 No. 3의 핵생성 자리에서도 MnS유화물 주위에서

(Nd,Mn)xSy 형태의 복합유화물이 형성되어 흑연 핵생성

이 일어나 A형 흑연 형성 촉진 및 칠 형성 억제 효과

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Fig. 7. Initial graphite particles in addition of rare–earth e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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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기계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

회주철의 대표적인 기계적 특성인 인장강도 및 브리

넬 경도를 측정하여 실험 조성에 따른 변화를 Fig. 9와

Table 2에 나타내었다. 각각 조성에서의 인장강도 및 브

리넬 경도는 3회 측정 후 평균하였다. 인장강도는 실험

조성 No. 1, 2 및 3에서 각각 252, 309 및 306

MPa로 측정되었다. R.E. 첨가에 의해 인장강도는 미쉬

메탈이 첨가된 실험조성 No. 2에서 57 MPa 증가하였

고 폐 영구자석 스크랩이 첨가된 실험조성 No. 3에서

54 MPa 증가하였다. 경도는 실험조성 No.1, 2 및 3에

서 각각 243, 229 및 234HB로 측정되었다. R.E. 첨

가에 의해 경도는 미쉬메탈이 첨가된 실험조성 No. 2

에서 14HB 감소하였고 폐 영구자석 스크랩이 첨가된

실험조성 No. 3에서 9HB 감소하였다. R.E. 첨가 시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복합유화물 형성 및 흑연 핵생

성의 증가로 A형 흑연 조직을 형성하여 공정 셀 수 증

가로 강도가 향상하게 되며, 칠 형성은 억제하여 경도

는 감소하게 된다. 폐 영구자석 스크랩을 이용하여 Nd

Fig. 8. Graphite formation steps in addition of rare earth element. (a) type A and B, (b) type C and D

Fig. 9. Effect of rare earth element addition on mechanical properties. (a) Tensile strength, (b) Hard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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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첨가한 경우에도 미쉬메탈을 이용하여 Ce, La을 첨

가한 결과와 비슷한 수준의 미세조직 및 기계적 특성을

나타내었다. 회주철의 품질은 강도 및 경도의 값에 따

라 정해지며 국내의 경우 KS D4301 규격에 따라 분

류되고 있다16). 실험조성 No. 1은 GC250(인장강도

250 MPa 이상, 경도 241HB 이하)재질에도 부적합한

특성이지만, 실험조성 No. 2 및 No. 3은 GC300(인장

강도 300 MPa 이상, 경도 262HB 이하)재질을 만족하

는 수준이다. 회주철의 대표적 용도인 실린더 블록 등

자동차 핵심부품의 경우 환경규제 대응을 위하여 최근

에는 GC300 이상의 고특성 및 박육화에 적합한 재질

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회주철의 박육, 경량 및 고강도

화에 있어서 폐 영구자석 스크랩을 이용한 희토류원소

첨가는 효과적인 접종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폐 영구자석 스크랩을 재활용하여 R.E.를 첨가한 고

강도의 주철을 연구하고자 하였고 기준조성 및 미쉬메

탈 첨가 조성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미쉬메탈(No. 2)과 폐 영구자석 스크랩(No. 3)을

통해 R.E. 첨가 시 기준조성(No. 1)과 비교하여 두 실

험 조성 모두 A형 흑연이 증가하였고, 칠 깊이는 감소

하였다. 기계적 특성은 R.E. 첨가(실험조성 No. 2 및

No. 3) 시 인장강도는 증가하였고 경도는 감소하였다.

2) 미쉬메탈과 폐 영구자석 스크랩 첨가에 의한 칠

깊이, 인장강도 및 브리넬 경도 수치 차이는 크지 않았

고 관찰한 흑연 조직의 형상 역시 비슷한 수준이다.

3) 폐 영구자석 스크랩을 활용하여 첨가 된 Nd는

MnS를 중심으로 (Nd,Mn)xSy 형태의 복합유화물을 형

성하여 흑연 핵생성 자리 증가, A형 흑연 형성 촉진

및 기계적 특성 향상에 효과적으로 작용하였다. 

4) 고가의 R.E.를 대체하기 위하여 폐 영구자석을 재

활용한 R.E. 첨가는 고 특성의 회주철 제조에 있어 매

우 효과적은 접종방안이며, 별도의 재활용 처리 공정 없

이도 폐 영구자석의 재자원화 기술로 활용이 가능할 것

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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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희소금속산업

기술센터 수석연구원

노 정 현

•인천대학교 신소재공학과 공학사

•현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희소금속산업

기술센터 학생연구원 및 인하대학교 신소재

공학과 석사과정 

김 효 중

•인천대학교 신소재공학과 공학사

•현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희소금속산업

기술센터 학생연구원 및 인하대학교 신소재

공학과 석사과정

學會誌 投稿 安內

種 類 內 容

論 說 提案, 意見, 批判, 時評

展望, 解說 現況과 將來의 견해, 硏究 技術의 綜合解說, Review

技 術 報 告 實際的인 試驗, 調査의 報告

技術, 行政情報 價値있는 技術, 行政情報를 간결히 解說하고, comment를 붙인다.

見 聞 記 國際會義의 報告, 國內外의 硏究 幾關의 見學記 등

書 評

談 話 室 會員相互의 情報交換, 會員 自由스러운 말, 隋霜 등

Group 紹介 企業, 硏究幾關, 大學 등의 紹介

硏究論文
Original 硏究論文으로 本 學會의 會誌에 揭戴하는 것이

適當하다고 보여지는 것

수시로 원고를 접수하오니 많은 투고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