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주  최 :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 

□ 일  시 : 2022년 9월 1일(목) : 13:00 – 18:00

□ 장  소 : 대전, 호텔 인터시티 5층 에메랄드홀

사용수명이 다한 폐기물의 처리 방법에 대한 논의는 자원순환, 환경오염 그리고 

유용자원의 전략적 확보라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최근 전기자동차에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경우 500회 정도 충전 후 성능이 급격히 떨어지므로 

수명을 다한 폐배터리의 재활용 기술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 거리가 300~400㎞임을 고려하면 15만~20만㎞ 주행 후에는 배터리를 교체해

야 합니다. 따라서 향후 대량으로 발생할 폐배터리의 재활용에 대한 논의가 시급합

니다. 폐배터리를 처리하지 않고 폐기할 경우,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등 희유금속

의 미활용뿐만 아니라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

계 1위의 이차전지 생산국이지만 주요 원료인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수명이 다한 폐전지의 재활용을 통한 원료 확보는 관련 산업 

발전의 핵심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차전지 제조 강국으로 우수 기술을 확보하고 있지만, 이에 필요한 

모든 원료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관련 산업의 지속적 발전 및 대외 경쟁력 제고

를 위해서는 안정적 원료확보 방안이 절실합니다. 리튬 이차전지 재활용 기술개발은 

수명을 다한 폐전지의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차전지 제조에 

필요한 핵심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오늘 

리튬 이차전지 재활용 워크샵은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재활용에 필요한 원천 기반

기술과 상용화 기술에 대한 현주소와 향후 확보해야 할 재활용기술에 대한 심도 있

는 토의장이 되어, 우리나라가 자동차용 이차전지 재활용 산업의 선두주자가 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자동차 폐배터리 재활용 워크샵이 우리나라 자

동차 폐배터리의 재활용 기술을 한 단계 높이는 기회가 되길 희망하며, 관련 재활용 

기업들이 우수한 기술을 공유하는 좋은 기회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



□ 프로그램 : 2022년 9월 1일(목) : 13:00 – 18:00

 좌장 : 전호석 부회장(KIGAM)

시간 주요내용 발표자

13:20~13:25 학회장님 개회사 이만승 회  장

13:25~13:30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축사 이상욱 부원장

13:30~14:10 리튬의 제련과 리사이클링
손호상 교수
경북대학교

14:10~14:50
중저온에서 리튬이자전지 건식제련 재활용에 

관한 기초연구
손  일 교수
연세대학교

14:50~15:30
자동차용 폐 리튬이온전지의 재활용 및 재사용 

기술 소개
김홍인 센터장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5:30~15:50 Break Time

15:50~16:30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기술 및 동향
변석현 수석연구원

성일하이텍(주)

16:30~17:10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처리비용 및 

탄소발생 저감을 위한 전극 재제조 기술 개발
우중제 센터장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7:10~17:50 이차전지 건식리싸이클링 공정 현황
한길수 상무

㈜ 영 풍

17:50~18:20 종합토의 전호석 부회장

□ 참가비 : 회원 150,000원, 비회원 200,000원(교재 및 만찬 1회 포함)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https://www.kirr.or.kr

□ 교육문의 : (사)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 사무국(http://www.kirr.or.kr)
0613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 한국과학기술회관 1106호
Tel: 02-3453-3541, 3542    E-mail: kirr@kirr.or.kr

http://www.kirr.or.kr
mailto:kirr@kirr.or.kr


     

 오시는 길

 행사장 : 호텔인터시티 5층 에메랄드홀

 주  소 : 대전시 유성구 온천로 92

 연락처 : 042)600-6000,   https://www.hotelinterciti.com/#1

네비게이션 검색

• 명칭 호텔인터시티

• 도로명주소 대전시 유성구 온천로 92(봉명동 545-5)

• 구주소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 545-5

서울에서 오실 때

• 센트럴시티 터미널(호남) - 유성고속버스터미널(1시간50분소요)

• 서울고속버스터미널(경부) - 대전복합터미널(2시간소요)

• KTX 대전역하차 – 지하철(반석행) 유성온천역 하차 7번 출구, 도보 7~8

분 소요

자가용으로 오실 때

• 경부고속도로 – 호남고속도로 – 유성톨게이트 – 유성IC에서 10분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