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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stwater resources(나스닥, WWR)
(미국내 리튬전지에 필요한 흑연 독점 기업)
기업개요

West Resources 는 1977 년 설립되었으며 나스닥 시장에 WWR 로 상장되어 있다. 현재
직원수는 28 명이다. 우라늄, 리튬 탐사와 배터리에 사용 가능한 흑연 물질의 사업을
영위한다. 2009 년 우라늄 가격인하로 인해 생산을 중단한 바 있다. Alabama 주에서
미국내 유일한 첨단 배터리 흑연 사업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흑연 외에도 미국 서부에서
리튬 및 우라늄 매장지와 텍사스의 우라늄 생산 시설에 대한 광물권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미국 청정 에너지 생산에 필수적인 광물 자원 개발자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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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현황
웨스트워터는 2018 년에 Alabama Graphite 를 인수하였고 2018 년 4 월 알라바마 주의
Coosa Graphy Project 에서 배터리에 사용되는 흑연 개발 토지, 유타와 네바다에
리튬탐사 잠재력을 가진 토지를 가지고 있다.
현재 회사의 전략은 배터리 소재 시장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알리바마에서 배터리흑연 제조 사업을 개발할 것이다. 배터리 제조업체를 위해 저비용, 고품질, 고수익
흑연제품을 생산할 예정이며 2020 년에 상업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회사는 9 월 8 일
흑연사업에 올인하기 위해 우라늄 사업을 매각하기로 발표하였다. 2022 년 말까지
배터리 등급 흑연을 생산하기로 했다.
2019 년 주요 비즈니스 및 개발
Westwater 는 2019 년 11 월 21 일 독일 Hirschau 의 Dorfner Anzaplan 과 파트너
계약을 체결하였다. 흑연 농축물을 정제하고 회사의 배터리 등급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프로세스 개발을 진행한다. Dorfner Anzaplan 은 국제적으로 고순도 산업 및 전략
금속 사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높은 평가를 받는 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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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연은 탄소 원소의 일반적인 형태다. 수많은 광물, 퇴적물로부터 자연 발생하게 되며 리튬이온 배터리, 알카라인 파워 셀, 납축전지
등 많은 산업 응용 분야에 사용된다. 그중에서 리튬이온 배터리를 만들려면 10~30 배 더 많은 순도 99.95%의 흑연이 필요된다.
높은 윤활성, 높은 온도를 견딜수 있는 능력으로 안전성과 열과 전기의 전도성이 우수하다.
미국은 현재 소비되는 모든 흑연의 100%를 수입하고 있다. 중국은 전 세계 흑연 생산량의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관세 부과 등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중국을 이외의 지역에서 생산되는 흑연은 미미하다. 미중 무역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흑연의 내수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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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년 9 월 30 일 서명된 대통령 행정 명령에 미국의 안전과 보안에 중요한 광물 목록에 흑연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흑연의 경우
미국 국내에 중요한 생산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웨스트워터는 흑연의 수요가 많은 글로벌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것으로 믿고 있다. 2028 년부터 광산을 허가, 개발 및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2021~2022 년 흑연 처리 시설을 건설하여 흑연을
공급받아 흑연 제품을 만들 계획이다.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흑연을 수입하지말고 자국내에서 자체 생산하자고 지시 했기 때문에
당사의 Coosa Graphite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조달과 허가를 위한 새로운 길을 열어주게 된다.

Coosa 광물토지는 41,965 에이커 크기다(16982 헥타르). Bama Mine Project 는 1300 에이커 크기다. Westwater 의 사업계획은
미국 내 모든 유형의 배터리에 사용할 천연흑연을 미국 국내 공급으로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2020 년 4 분기에 공장 시범 가동이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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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미국 서부에 리튬이 풍부할 수 있는 지질할적 특성을 가진 네바다주 Columbus Basin 프로젝트(14,200 Acres) 및 유타주
Sal Rica 프로젝트(13,300 Acres)를 진행하고 있다

전망
2018 년 글로벌 흑연 시장은 182,400 톤을 소비하였으며 10 년간 연 16.17% 증가하였다. Roskill 전문지에 따르면 향후 10 년간 연
20.2%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리튬 또한 10 년간 6%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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