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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중국의 희토류산업 규제
강화에 따른 영향과 시사점
김부용･오종혁

각종 첨단산업과 녹색산업에 사용되어 ‘산업의 비타민’이라 불리는 희
토류는 향후 신성장동력산업의 성장에 따라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그 희소성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희토류 자원전쟁이 치열해
지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97%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희토류
생산국이지만 그동안 통일된 관리가 부족하여 과도한 개발과 무질서한 경
쟁이 야기되었고, 희토류 생산지의 자연환경이 많이 파괴되었으며, 업체
간 수출경쟁으로 국제시장에서 가격결정권을 갖지 못했다.
이에 중국정부는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고 환경오염을 줄이며, 희토류
자원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여 국제시장에서 가격결정권을 갖고자 최근 희
토류 수출을 제한하는 등 규제강화정책을 잇달아 발표하였다. 그러자 일
본, 미국 등 희토류 주요 소비국들은 대응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희토류산업 규제강화정책, 주요국과 한국의 대응 및
기업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희토류산업의 향후를 전망하고 한국에 주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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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희토류의 특성, 종
류, 용도 및 희토류산업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글로벌 희
토류산업 현황, 즉 희토류 매장량과 생산량, 수요와 공급, 가격 등의 내용
을 다루었다. 4장에서는 중국 희토류산업의 현황과 규제강화정책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러한 규제에는 구조조정, 생산 및 수출 규제, 진입기준 강
화, 환경규제 등이 포함된다. 5장에서는 중국의 희토류산업 규제 강화에
대한 일본, 미국, 그리고 한국의 대응을 살펴보았다. 희토류 자원이 없는
일본의 경우 해외자원 확보, 재활용, 대체제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
며, 국내에 희토류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은 국내자원을 개발하는 것
에 더욱 역점을 두고 있다. 또한 미국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에 대해
멕시코와 함께 WTO에 제소하였으며, 이 밖에 M&A를 통한 수입선 다변
화, 인력 양성과 기술 협력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한국도 국내자원 탐사,
해외자원 개발, R&D 및 국제협력 강화, 비축 확대, 자원 순환이용 등 여
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해외 국가와의 공조 체제는 아직은 더딘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희토류 생산에 필요한 가공기술 또한 아직 확보하
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다방면의 노력이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실정이
다. 6장은 기업 사례다. 한국기업으로는 네이멍구자치구(內蒙古自治區) 바
오터우(包頭)에 진출한 포스코와 샨시성(陝西省) 시안(西安)에 투자한 한국
광물자원공사의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중국 로컬기업으로는 양대 업체인
북방의 바오강희토(包鋼稀土)와 남방의 우쾅희토(五鑛稀土)의 사례를 분석
하였다. 마지막으로 7장에서는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고 한
국 정부와 기업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한국 정부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
계 희토류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대비하고 늘어나는 국내 수요량을 충족시
키기 위해서는 광산 확보가 필요하므로 정부는 1~2개 국가를 전략적으로
선정하여 해외자원을 개발해야 한다. 둘째, 한국은 고부가가치를 생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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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고급 가공기술이 부재함은 물론, 제련 · 분리 분야의 기술도 부족
하므로 국내에서 R&D를 수행하는 한편 국제적인 기술협력도 강화해야
한다. 셋째, 현재 한국은 희토류 전문인력도 부족하고 희토류 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할 전문가 역시 전무한 실정이므로 전문가 교육과정 등을 통
해 전문인력을 육성해야 하며, 인력 자체를 개발하는 R&D도 뒷받침되어
야 한다. 넷째, 자원 재활용은 희토류 금속자원 확보뿐만 아니라 온실가
스 감축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다섯째, 실효성 있는 정보를 구축하여 국
내 희토류 자원순환 흐름을 잘 파악하는 한편, 글로벌 수급 예측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글로벌 희토류 확보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으므로 전략적 비축을 추진하여 국내외 수급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일곱째, 정부간 협력 채널을 구축해야 한다.
기업의 경우에는 안정적인 공급선 확보를 위해 중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한편 희토류 수입선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술 확보가
중요한데, 특히 희토류산업에 대한 외자기업의 진입을 제한하고 있는 중
국이 심층 가공과 응용 분야의 외국기업 투자를 장려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기술력 확보가 우선시돼야 함은 자명한 일이다. 이 밖에 중국과 녹색
산업 분야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우회적으로 중국의 희토류산업에 진출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녹색산업의 경우 희토류가 필수 소재이며,
한국과 중국 모두 전략적 신산업으로 희토류를 적극 육성하고 있으므로
향후 협력의 여지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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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희토류는 각종 첨단산업과 녹색산업에 사용되며, 향후 세계적으로 신성장
동력산업의 성장에 따라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그 희소
성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희토류 자원전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매장량의 1/3, 생산량의 97%를 차지하고 있다. 중
국은 세계 최대의 희토류 생산국이지만 그간 통일된 관리가 부족하여 과도
한 개발과 무질서한 경쟁이 야기되었고, 희토류 생산지의 자연환경이 많이
파괴되었으며, 업체간 수출경쟁으로 국제시장에서 공급이 수요를 훨씬 초과
해 가격결정권을 갖지 못했다.
이에 중국정부는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고 환경오염을 줄이며, 희토류 자원
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여 국제 희토류시장에서 가격결정권을 갖고자 최근 희
토류산업 관리 강화 조치를 잇달아 발표하였으며, 2011년 5월에는 희토류산
업에 대한 첫 번째 전면적이고 종합적인 규정을 발표하였다.
이 같은 중국의 희토류산업 관리 강화는 ‘자원을 기술로 바꾸겠다’는 의미
로도 해석되는바, 현재 중국 내 희토류광산, 채굴, 제련, 분리에서 외상투자
는 진입이 불가능하며 정밀가공과 응용제품 개발 관련 투자만 허용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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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희토류 수출 쿼터 또한 가공하지 않은 희토류에만 해당되고 희토류 가공
상품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중국은 향후에도 희토류산업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희토류 가격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이처럼 중국이 희토류산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에 따라 미국, 일본 등
희토류 주요 소비국들은 대체제 개발, ODA를 통한 희토류 확보, 광산 탐사
와 개발 등 대응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으며, 한국도 해외자원 확보와 독자적
인 희토류 가공기술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동시에 중국의 희토류 수출 감소
에 따른 글로벌 희토류 공급 부족으로 희토류 가공공장을 중국으로 이전하
려는 외국기업들의 움직임 또한 활발해지고 있다.
본 연구는 그간 발표된 중국의 희토류 관련 정책, 특히 최근의 희토류산
업 규제강화정책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따른 주요국의 대응을 분석하
며, 한국기업의 중국 희토류산업 진출 사례 및 중국 로컬기업 사례를 분석함
으로써 향후 희토류산업을 전망하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몇 년간 녹색산업의 부상과 함께 희토류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특
히 2010년 9월 중국과 일본의 희토류 분쟁 이후 희토류 관련 연구들도 속
속 발표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김동환(2011)의 희토류 자원전쟁, 미국 회
계감사원(GAO 2010)의 “Rare Earth Materials in the Defense Supply
Chain”,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IFRI 2010)의 “Rare Earths and Clean
Energy: Analyzing China’s Upper Hand”, 일본 경제산업성(經濟産業省
2009)의 ｢レアタメル確保戰略｣ 등이 있다. 그러나 이상의 연구들은 중국의
희토류 정책 및 주요 소비국의 대응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분석에 그친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문헌 연구와 현지조사, 전문가 초청
등을 병행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그리고 사
례분석도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된다. 나아가 정책 수립
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와 기업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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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모두 7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우선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희토류의 종류와 특징, 용도 등과 함께 희토류산업에 대해 간략하게 다루었
으며, 제3장에서는 세계 희토류산업 현황에 대해 알아보았다. 즉 세계 희토
류 매장량과 생산량, 수요량, 가격 등을 다루었다. 다음으로 제4장에서는 중
국의 희토류 매장량과 생산량 등과 더불어 중국의 희토류산업 관리 강화 정
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즉 희토류산업의 구조조정, 생산량과 수
출량 통제, 외자기업 진입기준 강화, 국가규획광구 지정, 환경규제 강화, 자
원세 부과 등의 조치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어 제5장에서는 일본, 미국, 한
국 등 주요국의 대응책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해외자원 전략, 대체재 개발
현황, 가공기술 개발 현황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제6장에서는 기업 사례를
분석하였다. 네이멍구(內蒙古)자치구와 장시(江西)성에 합자형태로 진출한 한
국 광물자원공사와 포스코의 진출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중국의 양대 희토류
국영기업인 바오강희토(包鋼稀土)와 중국우쾅(中國五鑛) 등 로컬기업의 사례
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는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결론을 내
리고 한국 정부와 기업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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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희토류산업 개요

1. 희토류의 특성과 응용
희토류(稀土類, rare earth)란 원소 주기율표에서 원자번호 57부터 71까지
인 란탄계열(lanthanoids)의 란타늄(La), 세륨(Ce), 프라세오디뮴(Pr), 네오디
뮴(Nd), 프로메튬(Pm), 사마륨(Sm), 유로퓸(Eu), 가돌리늄(Gd), 테르븀(Tb),
디스프로슘(Dy), 홀뮴(Ho), 에르븀(Er), 툴륨(Tm), 이테르븀(Yb), 루테튬(Lu)
등 15개 원소, 그리고 스칸듐(Sc)과 이트륨(Y)을 합친 17개 원소를 통틀어
가리킨다.
희토류는 희소금속의 일종으로 원석은 대개 은백색 또는 회색을 띠는데
보통 무르고 연성과 전성이 있으며, 온도 상승 시 반응이 활발히 일어난다.
또한 매우 안정적이어서 건조한 공기 중에서도 안정을 유지하며, 열을 잘 전
도하는 양도체다. 희토류 원소들은 화학적 성질이 매우 유사하여 원소 간 상
호 분리가 어려워 혼합 희토류1)나 미시메탈(misch metal)2)의 상태로 많이

1) 희토류 산화물과 염화물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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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1. 희토류 원소와 응용 ❚

자료: 윤호성 외(2007).

이용해 왔다. 최근에는 분리· 제련 기술의 발달로 원소별 고순도 희토류를
추출하여 산업생산에 사용하고 있다(윤호성, 김준수 2007). 물리적 성질로는
광학적 성질과 자기적 성질이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희토류는 첨단 전자기기와 하이브리드카에 사용되는
충전용 배터리, 컴퓨터, 휴대전화, 액정표시장치(LCD), 발광다이오드(LED),
풍력 터빈, 태양전지패널, 가전제품 모터, 광학유리, 전구, 레이저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 원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미사일과 레이더 시스템 같은 첨단 정
밀무기도 희토류 없이는 만들 수 없다. 희토류는 각종 첨단산업에 없어서는
안 될 원료로 흔히 ‘첨단산업의 비타민’으로 불린다.
희토류 원소 중 란탄계열 원소들은 크게 2개 그룹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원자번호 57~63(La~Eu)까지의 7개 원소가 경(輕)희토류, 원자번호 64~71

2) 희토류 금속 합금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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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Lu)까지의 8개 원소가 중(重)희토류에 분류된다. 3개의 그룹으로 분류
할 경우에는 처음 4개 원소(La~Nd)를 경희토류, 그 다음 4개의 원소
(Pr~Gd)를 중(中)희토류, 그리고 나머지 7개 원소(Tb~Lu)를 중(重)희토류로
분류한다. 경희토류는 중희토류에 비해 부존량이 10배 이상 많은 것으로 알
려져 있다.

❚ 표 2-1. 희토류의 종류와 용도 ❚
구분

원소
란타늄(La)

경(輕)희토류

세륨(Ce)
프라세오디뮴(Pr)

중(中)희토류

유리 소색제, 촉매, 광학유리, 영구자석
안료, 영구자석, 촉매

네오디뮴(Nd)

유리 첨가제, 세라믹 콘덴서, 영구자석, 레이저
광학유리

사마륨(Sm)

세라믹 콘덴서, 촉매, 영구자석

유로퓸(Eu)

적색형광체(컬러TV, 형광등), 원자로 제어제

테르븀(Tb)
디스프로슘(Dy)

원자로 제어제, 광자기 기록, 자기냉동
고연색성 램프, 광자기 기록
영구자석, 자기냉동

홀뮴(Ho)

안료, 레이저

에르븀(Er)

광학유리, 반도체

툴륨(Tm)

크리스털 제조, 레이저

이테르븀(Yb)

비(非)란탄계

광학유리, 세라믹 콘덴서, 촉매, 발열체, 초전도체

프로메튬(Pm)

가돌리늄(Gd)

중(重)희토류

용도

촉매, 광학유리

루테튬(Lu)

크리스털 제조, 레이저

스칸듐(Sc)

크리스털 제조, 레이저, 세라믹

이트륨(Y)

적색형광체(컬러TV, 형광등), 광학유리, 지르코니아 안정제,
제련, 레이저, 내열합금, 세라믹, 원자로, 구조제

자료: 광물자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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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2. 희토류의 사용 예 ❚
사용 분야(상업제품)

원소
네오디뮴, 프라세오디뮴, 디스프로슘, 테라븀, 란탄, 세륨

하이브리드 전기 모터와 배터리

네오디뮴, 프라세오디뮴, 테르븀, 디스프로슘

컴퓨터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휴대폰,
카메라

프로메튬

이동식 X-ray

스칸듐

스타디움 조명

유로퓸, 이트륨, 테르븀, 란탄

발광다이오드(LED)

유로퓸, 이트륨

광섬유

세륨, 란탄, 네오디뮴, 유로퓸

유리 첨가제

자료: GAO(2010); 오종혁 외(2010)에서 재인용.

2. 희토류산업 개요
희토류산업은 채굴, 분리, 가공, 응용 등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다음은
희토류 금속의 추출방법 및 제련처리공정을 나타낸 표다. 우선 희토류광은
채굴 이후 파분쇄(Ore crush), 선별(Low and high intensity dressing)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다시 희토류 정광(RE concentrate)으로 분리된다. 이
러한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희토류 대부분이 철광석 등 광물자원과 함께 부
존되어 있기 때문이다.3)
이어서 희토류 정광은 다시 화학적인 용법으로 분해 및 침출을 하여 분리·
제련하는 과정을 거친다. 여기서 순도를 높여서 희토류 원료 소재로 만들며,
다시 이것을 각각의 용도에 맞추어 가공하여 전자, 화학, 유리광택, 영구자석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 활용한다.

3) 중국 네이멍구 발전개혁위원회 공업처 웨이샤오밍(魏晓明)처장 인터뷰(2010.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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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2. 희토류광의 선별 및 제련 공정 개요 ❚

자료: 한국지질자원연구원(2011).

중국의 경우 희토류 채굴, 분리, 가공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기술력을 보
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부가가치가 높은 응용분야에서는
여전히 취약하다고 평가된다.4) 그러므로 일본 등 첨단제조 분야에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유치함으로써 기술 습득과 일련의 희토류산업 완비
를 목표로 하고 있다.

4) 일본 JOGMEC 담당자 인터뷰(2011.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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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글로벌 희토류산업 현황

1. 희토류 매장량과 생산량
희토류는 중국을 비롯하여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세계 여러 나라에 매장
되어 있다. 보다 희소하고 가치가 높은 중희토류의 경우 중국 남부지역에 주
로 매장되어 있고, 그 외에 호주와 그린란드에도 일부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0년 기준 전 세계 희토류의 매장량은 1억 1,138만 톤에 달하였다
(USGS 2011). 그 중 중국이 5,500만 톤으로 전체 매장량의 48.3%를 차지
하고 있고, 그 밖에 CIS(1,900만 톤, 16.7%), 미국(1,300만 톤, 11.4%), 인
도(310만 톤, 2.7%), 호주(160만 톤, 1.4%), 브라질(4만 8천 톤, 0.04%),
말레이시아(3만 톤, 0.03%) 순으로 평가되고 있다.
희토류 생산량은 2010년 중국이 13만 톤에 달해 전 세계 희토류 생산량
의 97% 이상을 차지하였다. 인도의 희토류 생산량이 2,700톤으로 2.0%를
차지하여 2위를 차지하였으며, 브라질(550톤, 0.4%)과 말레이시아(350톤,
0.3%)가 그 뒤를 잇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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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 세계의 희토류 매장량 분포(2010년) ❚

자료: USGS(2011).

❚ 그림 3-2. 세계의 희토류 생산량 분포(2010년) ❚

자료: USGS(2011).

한편 미국은 1965년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 세계 최대의 희토류 생산국이
었다.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마운틴 패스(Mountain Pass) 광산에서 대부분의
희토류를 공급하였다. 그러나 1995년의 29,000톤을 정점으로 점차 생산량이
줄어들어 2002년부터는 생산을 중단하였고,5) 그 이후는 주로 비축량과 수입
에 의존하고 있으며, 수입의 92%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USGS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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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3. 세계의 희토류 광산 분포도 ❚

번호

광산명

보유국

번호

광산명

보유국

1

바이윈어보(白雲鄂博)

중국

2

웨이산(微山)

중국

11

오리사(Orissa)

인도

12

이네바(Eneabba)

호주
호주

3

마오니우핑(牦牛坪)

중국

13

캐플(Capel)
여간업(Yoganup)

4

쉰우(尋烏)·룽난(朧南)

중국

14

마운트 웰드
(Mount Weld)

호주

5

차바라(Chavara)

인도

15

더보(Dubbo)

호주

6

페라크(Perak)

말레이시아

16

노스 스트라드보크섬
(North Stradbok Island)

호주

7

마운틴 패스
(Mountain Pass)

미국

17

엘리어트호
(Elliot Lake)

캐나다

8

로보제로(Lovozero)

러시아

18

그린 코브 스프링즈
(Green Cove Springs)

미국

9

악투즈(Aktyuz)

키르기스스탄

19

카라라투바
(Camaratuba)

브라질

10

스리랑카 북부지역
(Norther Sri Lanka)

스리랑카

20

스티엔캄크랄
(Steenkampskraal)

남아공

주: 그림에서 1~9번은 현재 채광 중인 광산, 10~20번은 현재 채광 준비 중이거나 매장량이 확인된 광산임.
자료: 김동환 외(2010).

5) 생산 중단 이유로는 채굴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물질과 기타 유독성 폐기물, 지하수 오염과 환경
파괴가 첫 번째이며, 두 번째로는 1990년대 후반 중국의 희토류 대량 생산 및 저가 공세로 인한 가격
경쟁력 상실이다(김동환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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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는 1980년대 중반까지 세계 2위의 희토류 생산국이었으나 1995년 이
후 역시 생산을 중단하였다. 매장량이 확인된 주요 국가 중 중국, 인도, 브라
질, 말레이시아만이 현재 생산하고 있으나, 최근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통제
함에 따라 미국과 호주도 생산 재개에 착수하고 있다.

❚ 표 3-1. 국가별 희토류 생산량 추이 ❚
(단위: 톤)
1985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09년

2010년

구소련(CIS)

n.a.

6,000

2,000

2,000

n.a.

n.a.

남아공

-

400

-

n.a.

n.a.

n.a.
350

말레이시아

3,869

250

450

250

350

미국

13,428

28,700

5,000

-

-

-

브라질

2,174

400

200

n.a.

550

550

스리랑카

110

120

120

n.a.

n.a.

n.a.
2,700

인도

2,200

2,500

2,700

2,700

2,700

자이르

n.a.

30

n.a.

n.a.

n.a.

n.a.

중국

8,500

30,000

73,000

98,000

129,000

130,000

캐나다

n.a.

-

-

n.a.

n.a.

n.a.

태국

459

150

n.a.

2,200

n.a.

n.a.

호주

10,304

3,000

-

-

-

-

주: 구소련(CIS)의 경우 2005년부터는 CIS 데이터, 그 전의 데이터는 구소련 데이터임.
자료: 1985년 데이터는 김동환(2010), 그 외는 연도별 USGS 데이터임.

2. 희토류 수요와 공급
세계 희토류 소비량을 보면 중국이 60%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일본과
동북아 국가들(20%)이며 미국이 12%로 3위를 차지한다(그림 3-4 참고). 중
국은 산업화 과정에서 희토류에 대한 수요가 갈수록 늘어남에 따라 2020년
쯤이면 희토류 순수입국으로 전환할지도 모른다고 중국 내에서는 얘기하고
있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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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토류 응용분야별 수요를 보면 향후 4년간 배터리 합금에 사용되는 희토
류에 대한 수요가 가장 크게 늘어나고 그 다음이 영구자석이다. 2010년 희
토류의 글로벌 수요량은 13만 5천 톤에서 2014년에는 18만 2천 톤으로 해
마다 8%씩 증가할 전망이다(표 3-2 참고).

❚ 그림 3-4. 세계의 희토류 소비량 분포(2008년) ❚

자료: IMCOA and Roskill(2010); Seaman(2010)에서 재인용.

희토류 응용분야가 점점 다양화되고, 여기에 청정에너지산업이 급성장하면
서 희토류 수요가 갈수록 늘어남에 따라 희토류는 공급 부족에 시달리게 될
전망이다. 비록 중국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 희토류 광산 탐사와 개발에 착수
하고 있고 특히 미국, 호주 등의 나라에서 2012년 이후부터는 희토류 생산
재개에 나서지만 본격적인 생산은 2015년경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
라서 전문가들은 2014년경부터 희토류 원소의 공급 부족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특히 네오디뮴, 유로퓸, 테르븀, 디스프로슘, 이트륨의 공급
이 수요를 따르지 못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표 3-3 참고).

6) Bloomberg(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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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2. 응용분야별 희토류 수요량 예측 ❚
(단위: %)

응용분야

2010년

2014년

연평균 증가율

영구자석

24

28

12

유동 접촉 분해식 촉매

16

14

4

광택가루

15

15

8

배터리 합금

12

16

15

Metallurgy excl. Battery

9

7

2

유리용 첨가제

8

5

-1

촉매

7

7

8

형광체

6

6

8

세라믹스

1

1

4

기타

3

2

2

총계

135,000

182,000

8

자료: Lynas Corporation Ltd., Presentation, International Minor Metals Conference, 27 April 2010,
London; Seaman(2010)에서 재인용.

❚ 표 3-3. 희토류 원소별 수요량과 공급량 예측(2014년) ❚
(단위: 톤, %)

원소

수요

공급-수요

공급

(공급-수요)/수요

란타늄(La)

51,050

54,750

3,700

7.3

세륨(Ce)

65,750

81,750

16,000

24.3

프라세오디뮴(Pr)

7,900

10,000

2,100

26.6

네오디뮴(Nd)

34,900

33,000

-1,900

-5.4

사마륨(Sm)

1,390

4,000

2,610

187.8

유로퓸(Eu)

840

850

10

1.2

2,300

3,000

700

30.4

가돌리늄(Gd)
테르븀(Tb)
디스프로슘(Dy)

590

350

-240

-40.7

2,040

1,750

-290

-14.2

에르븀(Er)

940

1,000

60

6.4

이트륨(Y)

12,100

11,750

-350

-2.9

200

1,300

1,100

550.0

180,000

203,500

23,500

13.1

홀뮴(Ho)·툴륨(Tm)·
이테르븀(Yb)·루테튬(Lu)
합계

자료: Hollins(2010); Seaman(201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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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희토류 가격
최근 몇 년간, 특히 2009년 이후 중국이 희토류 생산과 수출을 통제하는
등 희토류산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에 따라 세계 희토류 가격도 빠르게 상
승하고 있는 추세다. 주요 희토류 가격은 2005년부터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
하다가 2010년에 급상승하였다. 란탄, 세륨, 사마륨 등의 원소들은 2009년
대비 가격이 10배 이상 폭등하였으며,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이트륨, 테르븀의 가격 상승폭도 매우 크다(표 3-4 참고). 또한
[표 3-4]에서 경희토류에 비해 중희토류의 가격이 더 비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표 3-4. 주요 희토류 원소 가격 추이 ❚
(단위: 달러/kg)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란타늄(La)

2.9

3

3.4

8.7

4.9

64.1

세륨(Ce)

3.1

3.2

3

4.6

3.9

67.1

프라세오디뮴(Pr)

8.3

13.6

29.1

29.5

18

103.5

네오디뮴(Nd)

12.2

27.9

30.2

31.9

19.1

110

디스프로슘(Dy)

36.3

88.6

89.1

118.5

115.7

375

사마륨(Sm)

4.5

4.5

3.6

5.2

3.4

61.1

이트륨(Y)

4

4

9.7

15.3

10

60

유로퓸(Eu)

280

240

323.9

481.9

512.4

646

테르븀(Tb)

325

460

590

720

361

640

자료: IMCOA; 오종혁 외(2011)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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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중국 희토류산업 현황 및 규제
강화

1. 중국 희토류산업 현황
가. 희토류 매장량 및 분포 현황
중국의 희토류 매장량 7)은 5,500만 톤 8)으로 이는 전 세계 희토류 매장량
의 약 48.3%에 해당한다. 또한 자원량 9)이 1억 2,770만 톤, 자원 기저량 10)
이 2억 675만 톤으로 보고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총 22개 성(省), 시(市),

7) 매장량(reserves)은 자원 기저량 중에서 고품위의 부분으로서, 현존하는 기술 및 경제적인 조건에서
개발 수익성이 확보된 것이다.
8) 중국 내 희토류 매장량은 기관별로 상이하다. USGS에서는 중국 내 희토류 매장량이 5,500만 톤 규
모라고 발표하였고, 중국 희토류협회는 6,780만 톤 규모라고 발표한 바 있다.
9) 자원량(resources)은 사전에 미리 설정한 경제적인 조건에서 현재 사용가능하거나 가까운 장래에 사
용가능한 기술로 개발 수익성이 확보되는 자원의 양을 의미한다.
10) 자원 기저량은 문자 그대로 지각에 부존하는 광물의 총량을 나타내는 순수한 물리적인 지표로서 그
숫자는 매우 크다. 하지만 자원 기저량의 대부분은 접근할 수 없어 개발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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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1. 중국 지역별 희토류 매장량 ❚
(단위: 톤, %)

지 역

매장량
(工业储量)

비율

자원량
(探明储量)

자원 기저량
(远景储量)

네이멍구

4,350만

83.6

1억 600만

1억 3,500만 이상

산둥성

400만

7.7

1,270만

1,300만 이상

쓰촨성

150만

2.9

240만

500만 이상

남부지역*

150만

2.9

910만

5,000만 이상

기

타

150만

2.9

150만

375만 이상

합

계

5,200만

100

1억 2,770만

2억 675만 이상

주: * 장시성, 광둥성, 광시장족자치구, 후난성(湖南省), 윈난성, 푸젠성, 저장성.
자료: 郭茂林 외(2009); 蘇文淸(2009).

자치구(自治区)에서 193개의 희토류 광구가 발견되었는데, 그 중 네이멍구
바이윈어보(内蒙古白云鄂博), 산둥성 웨이산(山东微山), 쓰촨성 량산(四川凉
山), 장시성 간난(江西赣南), 광둥성 아오베이(广东粤北) 등이 대표적이며 이
지역에 중국 희토류 매장량의 약 98%가 집중되어 있다.11)
또한 전국적으로 모두 17종의 광종이 발견되었으며, 채굴이 비교적 용이
하다는 특징이 있다. 한편 네이멍구 지역은 경(輕)희토, 장시, 광둥 등 남쪽
지역은 중(重)희토 분포량이 많은 특징(北輕南重)이 있다.
중국에서 희토류 자원이 가장 집중되어 있는 네이멍구의 바이윈어보는 세
계 최대의 희토류 광산으로 꼽힌다. 이 지역에서는 희토류 외에도 철광석,
니켈 등이 채굴되고 있다. 희토류 매장량은 4,350만 톤으로 중국 전체 매장
량의 83.6%를 차지하며, 평균 품위는 5~7%이다. 또한 경제적 가치가 높은
바스트네사이트(Bastnaesite)12)와 모나자이트(Monazite)13)로 구성되어 있다.

11) 그 밖에 후난성(湖南省), 광시장족자치구(广西壮族自治区), 윈난성(云南省), 구이저우성(贵州省), 푸젠성
(福建省), 저장성(浙江省), 후베이성(湖北省), 허난성(河南省), 산시성(山西省), 랴오닝성(辽宁省), 샨시성
(陕西省), 신장위구르자치구(新疆维吾尔自治区) 등 지역에서도 일부 발견되었으나 광산이 분산돼 있고
매장량도 많지 않다고 한다.
12) 가장 매장량이 많은 광석으로 경희토류(란탄, 세륨) 성분이 높으며, 불탄산염계다. 중국, 미국, 아프리
카, 브라질 등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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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1. 네이멍구, 산둥성 희토류 광상 성분 함량 ❚

자료: 일본 UMC(2011.8.29).

바스트네사이트는 형석형(fluorite) 철희토류 광상 내에, 모나자이트는 백운
암14) 희토류 광상 내에 부존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나 세륨
(48.7%), 란탄(27.2%), 네오디뮴(16.6%)의 함량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그림
4-1 참고). 또한 동일 품위를 놓고 비교해 봤을 때, 중국에서 생산되는 희토
류의 원가는 타 지역에 비해 60% 이상 저렴하고,15) 품위가 비교적 높다는
특징이 있다.
두 번째로 매장량이 많은 산둥성 웨이산에서 생산되는 희토류는 평균
3.13%의 품위를 갖는다. 광상 성분에서 란탄(34%), 세륨(49%), 프라세오디
뮴(11%) 함량이 높으며, 평균 입자(粒子)가 크고, 가공 시에 단일한 희토류
원소로 분리하기 쉽다는 특징이 있다.
쓰촨성의 경우 1960년대 몐닝(冕宁), 시창(西昌), 더창(德昌)등 지역에 29
개 광산이 발견되었다. 9종의 희토류 광종이 발견되었으며 주로 란탄(35%),
세륨(50%) 등 경희토의 함량이 높다.16)

13) 경희토류(란탄, 세륨) 성분이 높으며, 방사성 원소를 함유한 인산염계다. 중국, 호주, 인도, 브라질 등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14) 백운암(CaMg(CO3)2)은 탄산염광물의 일종으로 부드럽고 염산에 용해되는 경향이 있으며, 탄산이온
의 평면구조 때문에 상당한 이방성(異方性)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5) 蘇文淸(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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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2. 이온흡착형 광구 분포 비중 및 장시성 롱난쾅 광상 성분 함량 ❚

자료: 蘇文淸(2010); 일본 UMC(2011. 8. 29).

남부 7개 성에서 발견된 희토류 광구의 매장량은 150만 톤이며, 자원량은
910만 톤에 이른다. 또한 남부지역의 경우 중희토류 이온흡착형(ion
adsorption ores)17) 광구가 집중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18) 그 중 장시성
(36%), 광둥성(33%)에의 광구 분포 비중이 높다(그림 4-2 참고).
장시성 룽난쾅(龙南矿)의 경우 광상에서 경희토류의 비중은 8% 정도로 낮
은 편이고, 디스프로슘 8%, 에르븀 4%, 이트륨 65% 등 중희토류의 비중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한편 남부 7개 성의 경우 90개의 광구 대부분이 규모가 크지 않고 깊은 산
속에 분포되어 있으며, 노천 채광이 가능해 무질서한 채굴이 이뤄지고 있다.

16) 程建忠(2010).
17) 중국 장시성 지역에서만 생산되는 특수광이며 중희토류 함량이 높다.
18) 일반적으로 이온흡착형 희토류는 상업성이 매우 높다고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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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희토류 생산 현황
중국의 희토류 생산은 195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하지만 1970년대 후반
에도 생산량이 1,000톤에 불과할 정도로 그 규모가 크지 않았다.
개혁개방 이후 공업부문의 발전이 시작되면서 희토류 생산량도 점차 늘어
나게 되었다. 제7차 5개년 계획시기인 1988년에는 희토류 생산량이 2만
9,640톤으로 약 10년간 3배 가까이 증가하였다.19) 1990년대 초 발생한 천
안문 사태 등 대내외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생산량이 일시적으로 감소하기
도 하였지만, 미국 등 주요 생산국에서 높은 생산비용과 환경오염 등의 이유
를 들어 생산을 점차 줄였고 중국은 희토류 수출을 통한 외화 확보가 필요
하여 희토류 생산을 점차 늘려 나갔다.

❚ 그림 4-3. 세계의 희토류 생산규모 변화 ❚

자료: USGS(2011).

19) 蘇文淸(2009), pp. 11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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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2. 중국의 희토류 생산량 추이 ❚
(단위: REO, 톤)

연 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생산량 16,480

48,002

73,000 118,709 132,506 120,800 130,000 124,100 120,000

자료: 중국희토정보(http://www.cre.net); Tse(2011).

중국은 1990년 16,480톤에 불과하던 생산량이 2000년에는 73,000톤으로
4.5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반면 같은 기간 중국 외 기타 국가들의 희토류 생
산량은 44,000톤에서 16,000톤으로 60% 가까이 감소하였다. 이 시기 중국은
희토류 최대 생산국가로 도약하였다.
2000년 이후에는 첨단산업 발전 등으로 희토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중
국 내 생산량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이어나갔다. 그리하여 2006년에는
생산량이 13만 2,506톤을 기록했다. 이후 중국에서는 자원고갈, 환경오염 등
을 이유로 희토류 생산량을 조절하고 있으나, 자국 내 수요의 증가로 인하여
전체 생산량은 12만 톤 이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20) 반면 같은 시기 그
밖의 국가들의 생산량은 매우 빠른 속도로 감소하였다. 2010년 기준, 중국은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97%를 차지하면서 현재 대부분의 국가가 중국에 의
존하고 있다. 2010년 중국 외 국가들의 생산량은 3,500여 톤에 불과하다.
중국 내 지역별 생산량을 살펴보면 네이멍구에서 지난 10년간 중국 전체
생산의 50~60%를 담당하였으며, 그다음으로 쓰촨성에서 24~30%가량을 생
산하였다. 그 밖에 푸젠성, 광동성, 장시성에서도 얼마간 생산하였으며, 주로
중희토를 생산하였다.

20) 중국 국토자원경제연구원의 리루이쥔(李瑞軍) 박사는 2010년 공업정보화부에서 희토류 생산규모를
강력하게 규제하면서 실제 생산량이 8만 9,259톤에 불과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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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요 희토류 생산기지
중국은 2010년 현재 희토류 제련․분리회사가 169개가 있다. 대부분은
희토류 광산 주변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들의 제련 능력은 17만~20만 톤으
로 중국의 연간 생산량보다 많다.
지역별로는 크게 네이멍구를 중심으로 하는 북부지역과 장시, 광둥을 중심
으로 하는 남부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표 4-3 참고). 우선 네이멍구 지역의
제련․분리 기업은 바오터우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약 60개의 기업이 있으
며, 그 중 대형기업은 약 20개가량 된다. 바오터우에는 희토류 원광 1만 톤
처리 능력을 가진 기업이 2개, 5,000톤 이상의 기업 5개가 있다. 그 밖에
2,000~3,500톤 규모를 가진 기업은 12개 있고, 나머지는 2,000톤 이하의
제련․분리 규모를 보유하고 있다.21) 현재 네이멍구 바오강희토가오커하이테
크주식회사(内蒙包头稀土高科技股份有限公司, 이하 ‘바오강희토’)가 중국 내
최대 희토류 상품 생산과 희토류 제련, 가공 기업으로 꼽힌다.

❚ 표 4-3. 지역별 주요 희토류 제련․분리 기업 현황 ❚
(단위: 개, 만 톤)

지역 기업 수

북부

남부

90

20

제련․분리
능력
11~13

6~7

주요 기업
包钢稀土高科公司, 甘肃稀土公司,
包头市华美稀土, 包头市和发稀土,
西安西骏稀土, 包头罗地亚稀土 等
江苏新威集团, 江苏漂阳方正罗地亚,
江阴加华新材料, 广州珠江稀土,
广东阳江稀土, 江西南方稀土矿业集团,
江西南方稀土高技术,
赣州虔东稀土金属有限公司, 江西龙南稀土 等

자료: 각종 자료 종합하여 저자 작성.

21) 陳占恒(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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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생산품
희토정광, 희토합금,
혼합희토화합물 등

희토화합물,
혼합금속 등

쓰촨성 몐닝 지역에는 약 30개의 기업이 있으나, 2~3개를 제외하고는 규
모가 작은 편이고 연간 제련․분리 능력도 3만 톤에 불과하다. 2009년에는
장시동업그룹(江西銅業集团)이 진출하였다.
남부지역 7개 성에 각각 소재하고 있는 회사들은 연간 6만 톤 가량의 제
련․분리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대부분은 장시성에 집중되어 있다. 장시성
에는 희토류 제련․분리 기업이 20개 가량 소재해 있다. 그 중 간저우희토
광업주식회사(竷州稀土鑛業有限公司)에서 채굴, 생산을 통합 관리한다. 2008
년 10월에는 중국우쾅그룹(中國五鑛集團)이 장시에 지부를 설립하였다.

라. 희토류 수출 현황
중국은 1980년대부터 희토류 수출을 시작했으며, 1985년 희토류 상품 수
출세 환급정책이 실시된 이후 수출량이 급격히 증가했다. 수출량은 1990년
대 들어 연평균 5만 톤 수준을 기록하였다.22)
그러나 최근 5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중국 내 희토류 생산량에 큰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희토류 수출 쿼터량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그림 4-4 참
고). 중국은 2005년까지만 해도 희토류 생산의 50%에 해당하는 6만 5,580
톤을 수출하였다. 하지만 이후 점차 수출 규모를 줄이기 시작하였고, 2010년
의 경우 전체 생산량의 25%에 해당하는 3만 258톤을 수출 쿼터로 배정하
였다. 또한 2010년에는 수출 쿼터량이 전년대비 약 40% 가량 줄어들면서
그 폭이 예년보다 컸다.
중국 상무부는 2011년 희토류 1차(상반기) 수출 쿼터량을 1만 4,446톤으
로 발표하였다.23) 이는 2010년 1차 수출 쿼터량 1만 6,304톤보다도 11.4%

22) 黃啓 외(2004).
23) 陳尉(2010).

35

제4장 중국 희토류산업 현황 및 규제 강화 │

❚ 그림 4-4. 중국 희토류 수출 쿼터량 변화 ❚
(단위: 톤)

자료: USGS(2011); JOGMEC(2011).

감소한 수치다. 이어 발표된 2011년 2차(하반기) 수출 쿼터량은 1만 5,738
톤으로 정해졌다. 이로써 2011년 희토류 수출 쿼터량은 3만 184톤으로 확정
되었다. 2010년에 비해 74톤 가량 감소하였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수출 쿼
터에 포함되지 않던 ‘희토류가 10% 이상 함유된 철합금’이 포함되어 실질적
으로는 그 이상 감소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24)
현재 중국의 희토류 수출 쿼터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외자 합작기업 포
함)는 약 20여 개다. 그 중 주요 기업의 수출 쿼터 보유량은 [표 4-4]와
같다.

24) 차대운(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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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4. 중국의 희토류 주요 기업별 수출 쿼터 보유량 ❚
(단위: 톤)

기업명(소재지)

2009년

2010년

2011년

中国中钢集团(베이징)

2,185

1,176

1,250

五矿有色金属(베이징)

2,881

1,581

1,520

内蒙古包钢稀土(集团)高科技(네이멍구)

2,158

1,984

1,719

内蒙古包钢和发稀土(네이멍구, 바오강희토 산하)

1,576

2,055

1,608

包头华美稀土高科(네이멍구, 바오강희토 출자)

2,534

2,317

2,066

981

1,724

1,511

山东鹏宇企业(산둥성)
乐山盛和稀土科技(쓰촨성)

2,079

1,283

1,590

甘肃稀土新材料(간쑤성)

2,374

1,294

1,435

益阳鸿源稀土(후난성)

1,224

1,128

1,258

자료: JOGMEC(2011).

한편 중국의 희토류 수출 관세는 빠르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트륨 산화물, 디스프로슘 산화물 등은 관세율이 2007년 10%였으나,
2008년부터는 25%로 대폭 상승되었다. 또한 란탄, 세륨, 디스프로슘 등은
그동안 관세가 부과되지 않았으나 2010년을 기점으로 25%씩 부과되고 있
다. 그 밖에도 란탄 산화물, 네오디뮴 산화물 외 일부 상품은 10%에서 15%
로 상승하였다(표 4-5 참고).

❚ 표 4-5. 중국 희토류 수출 관세율(2007~11년) ❚
(단위: %)

품 목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이트륨 산화물

10

25

25

25

25

란탄 산화물

10

15

15

15

15

세륨산화물, 수산화물, 탄산염, 기타

10

15

15

15

15

프라세오디뮴

n.a.

n.a.

n.a.

n.a.

n.a.
15

네오디뮴 산화물

10

15

15

15

유로퓸 및 그 산화물

10

25

25

25

25

가돌리늄

n.a.

n.a.

n.a.

n.a.

n.a.

테르븀 및 그 산화물, 염화물, 탄산염

10

25

25

2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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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5. 계속 ❚
품 목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디스프로슘 산화물, 염화물, 탄산염

10

25

25

25

25

홀뮴

n.a.

n.a.

n.a.

n.a.

n.a.

에르븀

n.a.

n.a.

n.a.

n.a.

n.a.

튤륨

n.a.

n.a.

n.a.

n.a.

n.a.

이테르븀

n.a.

n.a.

n.a.

n.a.

n.a.

루테튬

n.a.

n.a.

n.a.

n.a.

n.a.

그 밖의 희토류 산화물

10

15

15

15

15

혼합 희토 염화물, 플루오르화물

10

15

15

15

15

혼합 희토류 탄산염

10

15

15

15

15

혼합 희토류, 이트륨, 스칸듐 화합물과 금속

10

25

25

25

25

혼합되지 않은 희토류 탄산염

10

15

15

15

15

희토류 광석

10

10

15

15

15

금 속
란 탄

n.a.

n.a.

n.a.

n.a.

25

세 륨

n.a.

n.a.

n.a.

n.a.

25

네오디뮴

10

15

15

15

15

디스프로슘

n.a.

n.a.

n.a.

25

25

그 밖의 혼합된 금속

n.a.

n.a.

n.a.

25

25

자료: 중국세관; USGS(2011).

2. 희토류산업 규제 강화
가. 추진 배경
중국은 1985년부터 희토류 생산품에 대해 수출세 환급 정책을 실시하였
다. 이같은 중국정부의 희토류 생산품 수출 장려로 인하여 1990년까지 중국
의 희토류 생산량은 꾸준히 증가하였다. 반면에 중국 내 희토류 사용량은 많
지 않았다.
한편 1992년 남순강화 때 덩샤오핑(邓小平)은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중
국에 희토류가 있다(中东有石油，中国有稀土)”고 발언하였다. 이는 희토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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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대한 지방정부와 민간부문의 투자를 증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더욱이
희토류 분리기술을 국영 희토류 대형 공장 외에도 민영기업으로의 보급을
허용하였다.25) 같은 해 중국정부는 네이멍구 바오터우에 희토류 첨단기술산
업개발구(包头稀土高新技术产业开发区)를 설치하였다.26)
투자 증가는 다시 제련· 분리 기술의 보급화로 이어졌는데, 이는 다시 산업
전반에 중복투자 문제를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1994년도부터 희토류
가격이 상승하면서 업체들은 경쟁적으로 생산규모를 확대하기 시작했다.27)
더욱이 중국정부는 여전히 희토류 수출을 통한 외화 확보에 주력한 나머지
소규모업체를 비롯하여 불법업체들의 난립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였다.
당시 중국정부는 희토류산업에 대한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이 없었다.
또한 일부 정책 법규를 위반하여도 처벌 수준이 낮았다. 그 결과 불법적인 생
산자들에게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하여 불법채굴이 늘어나는 계기가 되었다.28)
과당경쟁으로 인하여 생산가격은 하락하였다. 1979년 개혁· 개방 당시 희토
류의 kg당 평균 가격은 7달러 수준이었으나 1993년부터는 10달러 수준, 그리
고 WTO에 가입한 2001년 이후 몇 년간은 6달러 안팎을 유지하였다.29)
한편 장시성 등 일부 노천 광산에서는 희토류 채굴이 비교적 용이하여 일
부 업자들이 밀수출을 하였다. 또한 중국 내 희토류 채굴, 분리에 종사하는
생산기업 169개 중 약 20여 개 업체만 수출 쿼터를 보유하고 있어, 수출 쿼
터를 보유하지 못한 그 밖의 기업들도 생산량의 일부를 밀수출하고 있다.
희토류 밀수출은 대체로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첫째는 육안으

25) 付毅飛(2011).
26) 이 개발구는 120km2의 부지에 희토류 소재 개발과 응용은 물론 알루미늄,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
너지, 자동차, 정보통신, 서비스 등 6대 산업분야의 발전에 초점을 맞추었다. 2009년 기준 외국인 투
자기업 50개를 포함하여 1,500여 개 기업이 가동 중이며, 이 가운데 희토류 관련 기업이 68개다. 외
국인 투자기업 대부분이 희토류 관련 기업이다. 수출입은행(2010).
27) 蔣戈 외(2011).
28) 蘇文淸(2009).
29) 김주영(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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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식별하기가 어려운 자원의 특성상 품목을 변경하여 세관에 신고하는
경우이고, 둘째는 수출 쿼터 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희토류 합금형태로 수출
하는 경우30)다.
중국정부는 2009년 중국의 희토류 밀수출량이 수출 쿼터량의 1/3을 초과
하여 무려 2만 톤에 달하였으며, 그 중 80%가 일본과 한국으로 흘러간 것
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31)
한편 희토류 생산은 심각한 환경파괴와 수질오염을 유발한다. 우선 채굴
과정에서 대량의 먼지와 흙부스러기가 발생된다. 통상적으로 희토류 1톤을 캐
는데 약 8.5kg의 불소(fluorine)와 13kg의 먼지가 발생한다. 또한 2,000톤에
달하는 흙부스러기가 발생한다. 문제는 여기에 방사성 물질인 토륨(thorium)
이 포함되어 있다. 토륨은 바오터우 지역과 황허(黄河)를 오염시켰다.
또한 분리· 추출 과정에서도 오염이 유발되는데, 희토류 1톤을 분리· 추출
하는 과정에서 먼지를 포함하고 있는 9,600~12,000㎥의 폐가스, 불화수소산
(hydrofluoric acid), 황산화물(sulfur dioxide), 황산(sulfuric acid), 1톤 정
도의 방사능 잔여물이 발생한다. 게다가 바오터우 지역의 경우에는 매년
1,000만 톤의 폐수가 발생하고 있다.32)
최근 중국이 희토류 수출량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이유는 최대 생산국
임에도 불구하고 가격 결정면에서 영향력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중국 내 산업발전으로 인하여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도
한 원인이다. 중국 내 소비량은 2000년에 1만 9,200톤이었으나 2008년에는 7만
2,550톤으로 약 3.8배가량 증가하였다. 이는 전 세계 소비량의 59%에 해당된다.
한편 중국의 ｢12차 5개년 규획｣에서는 향후 중국의 산업육성 방향에 대한
종합전략이 제시되었는데, 그 중 전략적 신흥산업(战略性新兴产业) 육성방

30) 주로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등이 합금형태로 수출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31) 張國棟(2010); 오종혁 외(2011)에서 재인용.
32) Hurst(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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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33)을 주목해야 한다. 에너지절약과 환경보호, IT 기술, 바이오, 첨단장비
제조업, 신에너지, 신소재, 자동차 등 7대 전략적 신흥산업이 제시된 가운데,
신에너지 분야에서는 희토류산업 육성이 포함되어 있다. 그 밖에도 대부분의
첨단산업에 희토류 사용이 늘어나고 있어 향후 중국 내 산업부문에서도 희
토류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중국에서는 비축량 감소와 향후 첨단제품 분야
에서의 희토류 수요 증가로 2020년쯤이면 중국도 희토류를 수입하게 될 가
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34)

나. 주요 정책
중국은 1986년 ｢광산자원법(中华人民共和国矿产资源法)｣을 제정하고 희토
류를 텅스텐, 몰리브덴, 안티몬, 주석과 함께 보호광종으로 지정하였다. 또한
같은 해 ‘국가 하이테크 기술연구 발전계획(國家高技術硏究發展計劃)’을 통해
희토류 자원개발과 관련된 기술개발에 착수하였다. 하지만 중국은 상당기간
희토류 광종 보호보다는 수출 장려 등을 통해 외화 확보에 주력하였다.
중국의 희토류산업 보호정책은 2000년대 들어서 속속 발표되기 시작하였
다. 중국정부는 2002년 국가계획위원회(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전신)가 제정
한 ｢희토 업종에 관한 외자기업 투자관리 임시 규정(外商投資稀土行業管理潛
行規定)｣을 발표하고 외자기업의 무분별한 희토류산업 진입기준을 두기 시작
하였다. 이후 2009년에 이르러 공업정보화부에서 ｢2009~2015년 희토공업발
전규획(2009~2015年稀土工业发展规划)｣을 발표하면서 대규모 구조조정, 수
출량 통제, 외자기업 진입기준 강화, 희토류 생산 총량 제한(표준화) 등 희토
류산업 전반에 대한 관리기준을 제시하였다.

33) 자세한 내용은 국무원이 2010년 10월 18일 발표한 ｢전략적 신흥산업의 신속한 육성과 발전에 관한
국무원 결정(國務院關於加快培育和發展戰略性新興産業的決定)｣ 참고.
34) 베이징유색금속연구원 미쉬쥔(米緖軍) 교수 인터뷰(2011.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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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6. 중국의 희토류산업 보호 정책 추이 ❚
발표 시기

시행부처

주요 내용

1986. 3

국무원

- 희토류를 보호 광종으로 지정

1998

상무부

- 희토류 상품 수출 쿼터제 실시
- 희토류 원료를 가공무역 금지 상품으로 지정

2000

국토자원부

2002. 8

- ｢희토 업종에 관한 외자기업 투자관리 임시
규정(外商投資稀土行業管理潛行規定)｣ 발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 외자기업의 중국 내 희토류 광산기업 설립을 금지하고,
희토류 분리와 제련 분야의 단독투자 금지

2005. 4

재정부, 세무국

2006. 4

국토자원부

2007. 10

- 희토류 채굴 쿼터제 실시

- ｢일부 상품의 수출환급세 조정에 관한
통지(關於調整部分産品出口退稅率的通知)｣ 발표
- 희토류 상품 수출환급제도 취소, 수출기업 수 삭감
- 희토류 광산 채굴 허가증 발급 정지
- 희토류 채굴, 가공 및 수출 억제

- ｢외상투자산업 지도목록 2007년 수정판
상무부,
(外商投資産業指導目錄2007年修訂版)｣ 발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 희토류 분리와 제련 분야 외자기업의 진입을 제한하고 희토류
탐사, 채굴, 선광 분야는 진입을 완전히 금지
- ｢2009년 희토류 수출기업 리스트(稀土出口企業名單)｣ 발표
- 희토류 수출기업 수를 2007년 대비 19개 축소

2008. 12

상무부

2009. 4

국토자원부

- ｢희토류 광산 채굴 총량 지표(稀土鑛開采總量控制指標)｣ 발표
- 생산량을 더 줄이고 신규 채굴 허가증의 발급을 계속 동결

공업정보화부

- ｢2009~2015년 희토공업발전규획(2009~2015
年稀土工業發展規劃)｣ 발표
- 구조조정, 수출량 통제, 외자기업 진입기준 강화, 생산 총량
제한 등

2009. 10

2010. 3

국토자원부

2010. 5

공업정보화부

2010. 7

국토자원부

2010. 9

국무원

- ｢2011년 텅스텐, 안티몬 및 희토류 채굴 총량 통제지표에
관한 통지(國土資源部關於下達2011年高鋁粘土鑛螢石鑛開采總量控
制指標的通知)｣ 발표
- 텅스텐, 안티몬광과 함께 희토류 연간 생산량 93,800톤으로 제한
- ｢희토류산업 진입조건(稀土行業准入條件)｣을 발표하여
처음으로 생산규모 면에서의 희토류 진입문턱 설정
- 무허가 탐사, 채굴 행위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
- 네이멍구(内蒙古), 지린(吉林), 저장(浙江), 광둥(广东),
쓰촨(四川), 충칭(重庆), 윈난(云南), 신장(新疆) 등 8개 지역
관리기업 명단, 자원 채굴량에 대한 통지
- ｢기업 간 인수․합병 촉진에 관한
의견(關於促進企業兼倂重組的意見)｣에 희토업체 간 합병
추진내용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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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6. 계속 ❚
발표 시기

시행부처

주요 내용

2010. 12

상무부

2011. 2

국토자원부

- 희토 및 철강 광산 중 일부를 국가규획광구로 지정
- 전국에서 총 11개의 광산이 지정되었으며, 총면적 2,500㎢,
매장량 76만 톤에 달함

2011. 2

환경보호부

- ｢희토공업 오염물질 배출기준(稀土工業汚染排放標準) 발표
- 2012년부터 2년 내 1리터당 암모니아질소 함유량을 현재
300~5,000mg에서 25mg까지 줄여야 하며, 2014년부터는
15mg로 더 줄여야 함

2011. 2

공업정보화부

2011. 5

국무원

- ｢희토류산업의 지속적인 촉진 발전에 대한
의견(國務院關於促進稀土行業持續健康發展的若干意見)｣발표

2011. 7

상무부

- 2011년 2차 희토류 수출 쿼터 발표

- 2011년 1차 희토류 수출 쿼터 발표

- 희토류산업협회 5월 내 발족

자료: 오종혁 외(2011); 중국정부 공식 홈페이지(http://www.gov.cn) 및 보도자료 정리.

하지만 여전히 희토류 관리가 부처별로 제각각 시행되면서 체계적으로 추
진되지는 못하였다. 그리하여 중국정부는 종합적인 희토류산업 정책의 필요
성을 느끼고, 2011년 5월 10일 ｢희토류산업의 지속적인 촉진발전에 대한 의
견(国务院关于促进稀土行业持续健康发展的若干意见)｣(이하 ｢의견｣)을 발표하
였다. ｢의견｣은 총 2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록 ｢의견｣이 부처별로
발표된 정책을 종합하는 수준이긴 하나, 각 부처별로 책임을 뚜렷하게 정해
놓은 점은 주목할 만하다. 또한 중국의 전략적 신흥산업의 발전에 따라, 희
토류 응용기술의 연구개발과 산업화를 제시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2012년
이전에 공업정보화부가 중심이 되어 재정부, 발전개혁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업계의 의견을 종합 수립하여 ｢희토류 프로젝트 지도 목록(稀土项目指导目
录)｣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35)

35) 李中巍(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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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7. ｢의견｣의 주요 내용 ❚
항

목

내

용

희토류산업
전반에 대한
관리시스템
완비

- 엄격한 희토류산업 진입 관리
- 더욱 엄격한 환경보호기준 실시
‧ <희토공업 오염물 배출 기준> 엄격히 실시
- 희토 채굴과 생산에 대한 기준을 제정
‧ 희토광산과 추출분리의 상품 품질, 공업장비, 생산규모, 에너지소모, 자원 종합
이용, 환경보호, 청결생산, 안전생산 및 사회책임 등에 대한 진입 요구를
명확히 함.
- 희토지령성 생산 계획 관리
‧ 제련․분리와 상품유통 원장(台账)및 공식영수증(专用发票)관리제도 설립
IT기술을 이용한 희토채굴, 제련분리, 수출기업 간 네트워킹을 통한 감독 관리
- 수출기업 허가기준 상향조정
- 수출 관리 강화
‧ 수출 쿼터 분배방식 개선, 덤핑 수출 엄격 처벌. 상품 세번 및 세관
상품코드의 세분화, 희토상품목록을 법정관리목록에 포함. 세관 관리,
규범기업심사 관리, 세관검사 방법과 수단 개선, 설비 투입, 채굴, 생산 및
수출 기업 간 인수증 연계 제도(票据联动制度) 관리 강화 등
- 자원세 징수 기준 상향, 자원채굴에 대한 폭리 억제. 희토류 상품가격 메커니즘
개혁

법률에
의거하여
희토류 업계
특별 관리

- 불법채굴에 대한 단속(국토자원부)
‧ 희토류 채굴 총량에 대해 엄격한 통제기준 적용, 중점 희토광구 연합 관리,
희토류 탐사, 채굴 허가증 재심사 후 명단 발표 등
- 불법생산에 대한 단속(공업정보화부)
‧ 희토류 생산 가능 기업명단 발표, 지령성 생산 계획에 대한 현황조사, 허가
생산량 초과 기업에 대한 영업정지 처벌
-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환경보호부)
‧ 오염배출기준 부합 여부에 따라 생산 허가 예정
- 불법 밀수출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중국세관, 상무부)
‧ 품종 대체, 수출 견본 등으로 수출하는 행위 집중 단속

- 희토류 자원 통합 개발(국토자원부)
‧ 무분별한 자원채굴 방지
- 희토류 제련분리 규모 엄격하게 통제
희토류산업
‧ 12차 5개년 규획 기간 국가에서 추진하는 기업합병, 구조조정 외에 신규
제련․분리 프로젝트 불허함.
통합 가속화,
산업구조조정 - 희토류산업통합 적극적으로 추진(공업정보화부)
‧ 각 지역 대기업(지주회사)이 인수, 합병하여 산업집중도를 높임(공업정보화부)
- 희토류기업의 기술수준 제고
‧ 분리 · 추출 기술의 개선, 자원이용 회수율 제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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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7. 계속 ❚
항

목

내

용

희토류 자원
비축 강화,
희토 응용
산업 발전

- 전략적 비축 시스템 구축
‧ 국가와 민간 비축을 결합한 전략적 비축 시스템 구축, 국가규획광구를 전략적
자원 비축지역으로 지정 등
- 희토류 응용기술 개발 및 산업화 추진
‧ 생산응용기업, 연구기관 등 가공기술 개발, 향후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을
지원함.

희토류산업
거시조정
기능 강화

- 희토류 관련 정책 업무 일원화 추진
‧ 공업정보화부 내 희토사무실 설립, 희토류산업 보호 업무 총괄(채굴, 생산,
비축, 수출 계획 등)
- 각 부처별 책임 관리제 추진
‧ 공업정보화부: 희토류산업 관리, 생산 계획 제정
‧ 공업정보화부, 상무부, 국무원 신문판공실: 희토정책 대외 홍보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희토류 투자 규모, 수출 쿼터량 통제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국토자원부: 희토류 전략적 비축에 관한 연구
‧ 재정부: 연구에 관한 재정정책 지원
‧ 국토자원부: 희토류 채굴 총량 통제 등
‧ 환경자원부: 희토류 자원 환경오염 기준 강화
‧ 상무부: 희토류 수출 쿼터량 통제
‧ 해관총국: 수출입 관리 강화, 밀수출 단속
‧ 질검총국: 수출입 품목 검사 강화
‧ 감찰부: 지방정부와 유관부서의 희토류 관련 정책 이행 여부 감독

자료: 國務院(2011) 정리.

한편 중국은 희토류산업에 대해 크게 구조조정, 생산 및 수출 규제, 외자
기업 진입기준 강화, 환경규제 강화 등 네 가지 방향으로 보호정책을 진행
중이다.

1) 구조조정
중국 희토류산업 관련 기업 중 80%가 중소기업이며, 그 중에서도 80%가
민영기업이다.36) 이처럼 중국의 희토류산업은 생산업체들의 난립으로 인한
무분별한 경쟁으로 산업 전반의 수준과 경쟁력이 매우 취약하다고 할 수 있

36) SERI China(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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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정부는 희토류 같은 자원산업에서 국가 지배력을 높
이고, 산업 규모화와 기술 혁신을 추진하며, 경쟁력 있는 대기업 육성을 위
하여 희토류 업체 간 통합을 가속화하고 있다.37)
중국 공업정보화부가 발표한 ｢2009~2015년 희토공업발전규획｣에 따르면
구조조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될 예정이다. 첫 번째로 네이멍구 지역을 중심
으로 쓰촨․산둥 지역 기업을 통합한 북방희토생산그룹과, 장시․후난․광둥
지역의 기업을 통합하는 남방희토생산그룹 형태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예정
이다. 공업정보화부는 2015년까지 희토류 생산기업을 20개로 조정한다고 밝
혔다.38)
희토류 업체 간 통합은 각 지역별로 희토류산업을 주도하고 있던 국유기
업, 특히 중앙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네이멍구 정부는 ｢희
토류 후방산업의 기업 정리 및 도태 업무방안(内蒙古稀土上游企业整合淘汰工
作方案)｣을 제정하여 바오터우, 후허하오터(呼和浩特) 등에 소재한 4곳의 희
토류 생산기업을 바오강희토로 통폐합하고, 나머지 희토류 생산업체 31곳은
폐쇄하라고 지시했다.39)
장시성과 쓰촨성은 중국우쾅그룹과 장시동업그룹이 주도하고 있다. 국무원
이 2011년 발표한 의견에서는 남부지역 3위권 기업의 산업집중도를 80%
이상으로 올리는 등의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한편 최근에는 이러한 기업들이 타 지역으로도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표 4-8 참고). 예를 들어 네이멍구 지역의 대표기업이
었던 바오강희토가 장시성으로, 중국알루미늄이 광둥성으로 진출하는 등 새
로운 구도가 형성되고 있으며 주로 중, 남부 지역으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경쟁이 치열한 편이다.40)

37) 오종혁 외(2011).
38) 萬曉曉(2010).
39) 조용성(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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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8. 중국 내 각 지역별 희토류 분포 및 대기업 현황 ❚
지역
북부

분류

선두기업

네이멍구자치구

경희토

산둥성

경희토

쓰촨성

경희토

장시동업(江西銅業)

장시성

중희토

중국우쾅(中國五鑛)

후난성

중희토

중국우쾅(中國五鑛)

푸젠성

중희토

샤먼텅스텐(厦門鎢業)

광둥성

중희토

광성유색금속(廣晟有色)

광시(廣西)성

중희토

광시유색금속(廣西有色)

남부

바오강희토(包鋼稀土)

자료: 오종혁 외(2011).

2) 생산 및 수출 규제
중국 국토자원부(国土资源部)는 2007년부터 매년 각 지역별로 채굴규모를
하달하고 있다(표 4-9 참고). 이처럼 희토류광의 채굴량에 대해서 정부의 계
획적인 하달은 광종 보호와 더불어 무분별한 채굴로 인한 자원낭비와 이로
인한 희토류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함이었다.41) 2011년에 각 지역별로 계획된
희토류 채굴규모는 9만 3,800톤으로, 이는 2010년 8만 9,200톤에 비해서
소폭 상승한 규모다.
그 밖에 ｢의견｣에서는 12차 5개년 규획기간(2011~2015년) 신규 희토류
제련․분리 프로젝트 비준을 중지하고, 기존 제련․분리 프로젝트의 생산규
모 확대 금지를 내용에 포함시켰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에는 세수정책, 수출 쿼터 실시 등이 있다. 중국
은 1985년 희토류 상품 수출세 환급정책을 실시하는 등 수출장려정책을 펴
왔으나, 2004년에는 희토류 금속, 이트륨, 스칸듐 등 그 혼합물 혹은 유기화

40) 오종혁 외(2011).
41) 김주영(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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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9. 각 지역별 2011년 희토류 채굴 규모 ❚
(단위: 톤/REO)

지 역

경희토

중희토

네이멍구

50,000

-

푸젠성

-

2,000

장시성

-

9,000

산둥성

1,500

-

후난성

2,000

-

광둥성

-

2,200

광시성

2,500

-

쓰촨성

24,400

-

윈난성

-

200

소 계

80,400

13,400

총 계

93,800

자료: 중국 국토자원부(http://www.mlr.gov.cn)

합물에 각각 17%, 13%씩 부과되었던 수출세를 5%로 줄였다.42) 이어 2005
년 5월 1일에는 희토류 금속, 희토류 산화물 등에 부과된 수출환급세를 폐
지하였고, 2006년 11월 1일부터 희토류 상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였다.
수출관세는 2010년을 기점으로 최대 25%까지 부과되고 있다(표 4-5 참고).
또한 1999년부터 실시되었던 수출 쿼터량이 최근 5년간 급격히 감소하였
다. 그러나 향후에는 수출 쿼터를 대폭적으로 줄이지는 않고 3만 톤 수준으
로 유지할 예정이다.

3) 진입기준 강화
중국 국가계획위원회(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전신)는 2002년 ｢희토류 업종
에 관한 외자기업 투자관리 임시규정(外商投資稀土行業管理潛行規定)｣을 발
표한 바 있다. 외자기업 투자관리 임시규정에서 외자기업은 제련․분리, 심

42) 蔣戈 외(2011).

48│ 중국의 희토류산업 규제 강화에 따른 영향과 시사점

층 가공 및 응용상품 분야에 투자할 수 있다. 하지만 제련․분리 분야는 단
독 투자방식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합자 혹은 합작 방식만 가능), 고급기
술이 필요한 심층 가공, 응용제품 제조분야 외상기업의 참여를 희망하고 있
다.43)
한편 ｢의견｣에서는 엄격한 희토류산업 진입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희토류
채굴, 제련․분리 생산가능 규모, 에너지소모 기준, 안전생산에 관한 기준 등
산업 전반에 대한 진입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4) 환경규제
2010년 10월 중국 환경보호부는 ｢희토류 오염물 배출기준｣(이하 ｢배출기
준｣)을 발표하였다. 이는 희토류산업의 ‘환경보호 문턱’을 높여, 조속히 친환
경 발전궤도에 진입시킨다는 방침이다.
｢배출기준｣에 의하면 2012년부터 2년 내 희토류 제련․분리 후 생성되는
오폐수 1리터당 암모니아질소 함유량을 현재 300~5,000mg에서 25mg까지
줄여야 하며, 2014년부터는 15mg으로 더 줄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배출기준｣을 발표한 이유는 분리과정에서 산과 알칼리, 추출제 등 화학공
업 원료를 대량 사용하기 때문에 폐수, 폐기물이 다량 발생하여 환경을 심각
하게 오염시키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 희토류 관련 기업의 2/3가 배출기준에
미달된다. 향후 배출기준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업계 전체에 10억 위안
이상의 생산비용 상승이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정책의 강화로 인해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기
술력이 없는 기업의 철퇴가 예상되며, 희토류 업계 재편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43) 중국의 목적은 외상기업의 심층가공, 응용제품 분야 참여를 통해 선진기술 습득과 고부가가치 희토
류 생산을 하는 것이다. 曹開虎(2010b).

49

제4장 중국 희토류산업 현황 및 규제 강화 │

5) 기타
중국은 희토류산업 보호를 위해 장시성 간저우에 2,500㎢ 규모의 희토광
산 국가규획광구(国家规划矿区)를 지정했다. 국가규획광구를 설립한 주된 목
적은 바로 광산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함이
다.44) 또한 전략적 자원 비축의 목적도 있다.
그 밖에도 2011년 4월에는 희귀자원 보호를 위해 자원세를 10~20배가량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종량제에서 종가제로의 변화를 의미하며, 변경된
기준이 적용되면 기존에 희토류에 톤당 0.5~3위안 가량 부과되던 세금이 경
희토 바스트네사이트, 모나자이트광의 경우 톤당 60위안, 중희토 제노타임,
이온흡착형 희토광의 경우 30위안이 부과될 예정이다.45)
한편 2011년 5월 27일 네이멍구자치구 정부는 바오터우 시에 희토류 거
래소를 설치하기로 결정하였다. 희토류 거래소에서는 희토류의 생산자, 공급
자, 수요자 간의 희토류 거래가 전개될 예정이다.46)

44) 王立彬(2011).
45) 張牡霞(2011).
46) 추정남(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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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주요국의 대응

1. 일본
가. 일본의 희토류산업 개요
일본은 20세기 중반 희토류를 처음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당시에는 주로 강
관 등에 희토류를 첨가하여 강성을 높이는 데 사용하였다.47) 이후 1985년 스
미토모금속공업(住友金屬工業)의 사가와 마사토(佐川 眞人) 박사팀이 Nd-Fe-B
계 영구자석(이하 네오디뮴 영구자석)48)을 개발하면서 희토류가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들어 각종 첨단산업에서 희토류 사용이 폭
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현재 일본 첨단산업 분야의 90% 이상에서
희토류가 사용되고 있다.49)

47) 일본 UMC 관계자 인터뷰(2011. 8. 29).
48) 네오디뮴을 사용하는 강력한 영구자석으로 자동차, 정보통신기가, 음향기기, 풍력발전기 등 산업 전
반에 걸쳐 사용된다.
49) 孫章偉(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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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1. 일본의 희토류 수입량 추이(2008~10년) ❚
(단위: 톤)

수입국

2008년

2009년

2010년

중 국

31,097

15,613

23,310

그 외

3,203

2,649

5,254

합 계

34,330

18,262

28.564

자료: 일본재무성 통계; 재중 일본상회.

일본은 2010년 기준 연간 2만 8,000여 톤가량을 수입하고 있으며, 수입량
의 대부분은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일본의 대중국 희토류 수
입 추이를 보면 한때 90% 이상을 의존해 오다가 최근 그 비중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제3국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중국산
희토류를 수입하거나 중국기업에 자본투자 등을 하여 여전히 중국의 희토류
자원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50)

❚ 그림 5-1. 일본의 희토류 수입국가 비중 ❚

자료: 일본 AMJ 분석자료.

50) 일본 AMJ 관계자 인터뷰(2011.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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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본기업들은 희토류를 수입한 후 재가공하여 제조업체들에게 공급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네오디뮴과 디스프로슘의 경우, 신에츠화학공
업(信越化学工業)이 주로 중국에서 수입한 이들 원료를 바탕으로 네오디뮴
영구자석을 생산하고, 이 중 일부는 HDD 헤드를 움직이는 모터와 세탁기와
같은 가전제품, 그리고 하이브리드카의 모터에 사용된다.51)

❚ 그림 5-2. 일본에서의 희토류 조달, 가공 및 공급 시스템 ❚

주: 1) 혼합금속(mixed metal)이란 복수의 희토류 원소가 함유된 합금을 말한다.
2) FA機器란 컴퓨터 제어기술을 이용하여 공장을 자동화하는 기기를 말한다.
자료: 日経ヴェリタス(2010); 김규판(2010)에서 재인용.

나. 일본의 희토류 자원 정책
일본정부는 희토류 등 희소금속자원의 편재성을 인식하고, 국가 차원에서
희소금속에 대한 체계적인 비축을 하기 위하여 1983년 ｢국가 희소금속 비축
제도 총 계획｣을 발표하고 전략적 비축제도를 실시하였다. 일본은 희소금속
비축방식을 국가 비축과 민간 비축으로 구분하고 60일 소비량 규모를 목표

51) 김규판(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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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였다. 그 중 국가는 42일, 민간에서 18일 분량을 비축하기로 하였다.
2000년대 이래 중국에서 새로운 희토류산업 보호정책이 발표되고, 일본
역시 ｢국가 에너지자원전략 신계획｣을 발표하는 등, 희토류를 포함한 희소금
속을 전략 물질로 지정하였다. 또한 ｢순환형 사회 형성 추진기본법을 제정
하여, 희소금속의 재활용 및 사용량 절감을 법제화하였다.
2009년 7월 28일, 일본 경제산업성에서는 ｢일본 희소금속 확보전략(レア
メタル確保戦略)｣을 발표하였다. 이 정책은 △ 해외자원 확보 △ 자원의 재
활용 △ 대체재료 개발 △ 비축제도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 표 5-2. 일본 희소금속 확보 전략의 주요 내용 ❚
4대 전략

주요 내용
자원 보유국과의 전략적 호혜관계 구축
자원외교

기술이전 및 환경보호 등 자국의 강점을 이용
ODA와 자원 확보 전략의 연계

해외자원
확보

주요 광물자원의 탐사 및 채굴권 확보 강화
자원 개발

자원개발기관(석유천연가스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
일본개발은행(JBIC), 일본무역보험(NEXI) 등 각종 금융
시스템을 이용한 개발비용의 안정적 공급
해양 에너지 광물자원 개발

주요 광물의 종류별 재활용 실효성 검토
재활용

소형 가전(휴대전화, 디지털 카메라)의 재활용 시스템 구축
아시아 국가들과의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
주요 광물의 종류별 대체재 기술 개발

대체재 개발 대체재 개발을 위한 정부․산업․학계의 연계 시스템 강화
나노급 측정이 가능한 장비 마련 등 기술개발 거점 구축
자원의 수급 동향 파악과 탄력적이고 신속한 대처
비축

자원 종류별 이용 실태
및 수급 파악을 통한
비축 필요성 평가

코발트, 텅스텐, 바나듐, 몰리브덴 비축량 확대
비축 희소금속에 인듐과 갈륨 추가

자료: 日本經濟産業省(2009); 김필수(200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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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자원 확보
일본은 희토류 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하여 1989년부터 중국과 매
년 ‘일․중 희토 교류회’를 실시, 양국간 희토류 분야 협력 논의와 기술, 시
장 동향 등을 파악하고 있다. 이 회의는 일본의 경제산업성과 중국의 국가발
전개혁위원회 간에 진행하는 장관급 협력 채널이다.
그동안 진행되었던 회의에서 중국은 일본의 네오디뮴 영구자석 기술에 대
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고, 그 밖에도 희토류 부가가치를 늘릴 수 있는 일본
의 기술에 대해 관심이 높았다. 반면 일본의 경우 그동안 일부 생산기술을
제공하는 대신, 중국으로부터 안정적인 공급을 제공받았다. 하지만 2007년,
2009년, 2010년에는 중국의 일방적인 불참 통보로 개최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일부 가공 기술이전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일부 핵심기술의 경우
일본 측에서 제공을 꺼리는 부분이 있어 중국에서도 더 이상의 교류를 원하
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52)
정부간 협력 외에 기업들도 희토류 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중국
으로 진출하고 있다. 1995년 AGC SEIMI CHEMICAL, 미쓰비시화학(三菱
化學)을 시작으로 쇼와덴코(昭和電工), 동해무역(東海貿易), AMJ, 히타치금속
(日立金屬) 등이 현재 중국에 진출해 있으며, 네오디뮴 영구자석 특허를 보유
하고 있는 스미토모상사(住友商社)와 TDK, 엡손(EPSON), 일본정공(日本精工)
도 중국에서 네오디뮴 영구자석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밖에도 일본은 풍부한 ODA 자금을 바탕으로 자원외교를 실시하고 있
다.53) 2009년 10월 22일 일본은 카자흐스탄과 경제협력에 대한 관민 합동
협의회(日本カザフスタン経済官民合同協議会)를 열고 희토류 원소 개발 프로
젝트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54) 일본은 광물자원 무역뿐만 아니

52) JOGMEC 담당자 인터뷰(2011. 8. 30).
53) 2009년 일본의 ODA 순지출액(양국 간 및 국제기구 지원)은 94억 6,861만 달러로 세계 5위에 해당
한다.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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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3. 일본 희토류기업의 중국 진출 현황 ❚
진출 시기

회사명

투자기업

생산품목

진출지역

1995년

包头天骄清美稀土抛光粉有限公司

AGC SEIMI
CHEMICAL,
미쓰비시화학

연마제,
희토 화합물

네이멍구
바오터우

2001년

包头三德电池材料有限公司

SANTOKU

니켈수소전지,
산화 코발트

네이멍구
바오터우

2002년

包头昭和稀土高科新材料有限公司

쇼와덴코,
包钢稀土(중국)

네오디뮴
영구자석

네이멍구
바오터우

2006년

赣州昭日稀土新材料有限公司

동해무역,
赣州虔东实业集团有限
公司(중국)

네오디뮴
영구자석
(2,000톤)

장시성
간저우

廊坊关西磁性材料公司

AMJ(14％)，
히타치금속과
Molycorp
(공동20％)，
有研稀土新材料股份有
限公司(중국, 66％)

네오디뮴
영구자석
(1,500톤)

허베이성
랑팡(廊坊)

2007년

자료: MRB(2010).

라 에너지절약 분야나 신에너지 분야 등 첨단기술의 제공에 대한 협력을 시
사했다. 또한 스미토모상사와 JOGMEC은 카자흐 우라늄 광산 개발과 우라
늄 찌꺼기로부터의 희토류 원소 회수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2010년 이래 일본정부는 ODA 제공 방식으로 몽고, 카자흐스탄, 인도, 베
트남, 남아프리카 공화국 외에도 전방위적으로 각국들과 희토류 개발 협력을
맺고 있으며, 미국, 캐나다 등 희토류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선진국과도 협
상에 나서고 있다.
또한 기업들 자체적으로도 해외 광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스미토
모상사는 미국 몰리코프사(Molycorp)와 캘리포니아의 마운틴 패스 광산을
재개하는 데 1억 3,000만 달러를 투자하고 희토류 광물 일부를 제공받기로

54) 村屋大樹(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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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히타치금속은 몰리코프와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네오디뮴 자석을
생산하기로 하였다.55)
또한 일본 최대 철강회사인 신일본제철(新日本製鐵)，JFE와 종합상사인 소
지쓰(雙日) 및 일본 금속광물자원공사(JOGMEC)는 최근 세계 최대 니오븀
광산회사인 브라질의 CBMM 지분 10%를 인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56) 그
밖에 도요타통상(豊田通商)은 인도 오리사 주에 2012년부터 연간 3,000~
4,000톤 규모의 희토류 생산 및 제련 공장 건설을 예정 중에 있다.57)
한편 경제산업성과 신에너지· 산업기술 종합개발기구(新エネルギー・産業
技術総合開発機構, NEDO)는 미국 에너지국 및 유럽연합(EU)의 집행기관인
유럽위원회와 공동으로, 2011년 10월 4~5일에 미국 워싱턴에서 희토류의
안정공급을 확보하기 위한 방책을 논의하는 등 국제적인 공조를 통한 확보
도 추진하고 있다.58)

2) 재활용
일본정부는 폐금속자원에 대한 재활용을 강화하고 도시광산59) 규모를 키
우기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2001년에 제정한 ｢순환형 사회형성기
본법｣을 근거로 ｢자동차․가전제품 리사이클링법｣이나 ｢유효자원 이용촉진법｣
등을 제정하여 폐금속자원 재활용정책을 정착시키고 있다. 대표적인 방법은
규제의 범위를 넓히고 폐기물 수출을 억제하는 것이다.
한편 일부 업체들은 재활용은 현재 채산성이 전혀 맞지 않는다고 부정적
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제품을 수거, 분리, 해체하

55) 増田耕太郎(2011).
56) 김희경(2011).
57) 조은주(2011).
58) 日本經濟新聞社(2011a).
59) 폐전자제품 등으로부터 금속 등의 자원을 추출하는 재활용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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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고 한다. 예를 들어
에어컨의 모터에는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등 고가의 희토류가 포함되어 있지
만 이를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특수작업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용이 높
아진다고 한다. 신에츠화학공업(新越化學工業)은 2010년 10월 에어컨 등에서
희토류 원소를 추출하는 사업을 시작하였지만, 자사 공장에서 발생하는 희토
류의 재활용만 하고 있을 뿐 폐가전에서 희토류 원소를 추출하는 것은 비용
이 높아 시도를 못하고 있다. 때문에 희토류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
으나 아직까지는 수입하는 것이 재활용보다 유리하다고 평가된다.60)

3) 대체제 개발
최근의 일본 희토류 업계에서는 희토류 사용 저감기술, 회수기술 등을 집
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그리하여 일부 성과도 있으나, 아직 경제성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특히 디스프로슘 대체기술과 기존제품에서의 희토류 분리,
회수 기능이 시급하다고 알려지고 있다. 중국 내에만 주로 있는 것으로 알려
지고 있는 디스프로슘은 자석을 만드는 데 필요한 네오디뮴의 취약한 내열
성을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희토류 원소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신에츠화학은 모터자석에 포함된 디스프로슘을 60%가량 감소시키는 기
술을 개발했다. 이는 2009년부터 다이킨공업(ダイキン工業)이 이용하기 시
작했으며, 하이브리드 자동차에도 일부 적용될 예정이다.61) 또한 도요타와
TDK도 차량 모터에 들어가는 디스프로슘을 40%가량 절감하는 기술을 개
발하였다.62)
도쿄대 생산기술연구소는 2010년 10월 네오디뮴 자석에서 희토류를 선택

60) 후쿠오까KBC(2010. 11. 15).
61) 최호(2010).
62) 日本經濟新聞社(201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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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분리, 회수하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신기술은 화학액체에 침적 후 일
정온도에서 희토류 원소가 반응하는 특징을 이용하여 추출한다. 특히 기존의
기술에는 오염물질이 발생하였으나 새로운 기술에는 오염물질 발생이 없다고
한다. 실용화 단계가 될 경우 낮은 가격으로 희토류 자원 재활용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63)
파나소닉(Panasonic)은 미쓰비시화학, 산업기술종합연구소 등과 공동으로
고성능 형광등에 사용하는 희토류인 유로퓸과 테르븀을 줄여도 종래대로 발
광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성능은 그대로 유지한 채 사용량을 20%가량 감소
시켰으며, 향후 2013년까지 80% 이상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향후 발광다이오드나 초박형 디스플레이 등에도 적용될 예정이다.64)
호야(HOYA)는 세륨 사용량을 70%가량 줄일 수 있는 하드디스크 플래터
제조기술을 개발했다. 플래터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기 위한 연마제로 세륨을
사용해 왔는데, 지르코니아(산화지르코늄)로 대체하였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지르코니아의 생산비용이 더 높다. 장기적으로 중국 희토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65)

4) 기타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2011년 7월 4일 도쿄대 가토 야스히로((加
藤泰活) 교수팀이 하와이와 프랑스령 타이티 부근의 약 1,100km2 중심으로
해저에 희토류가 매장된 것을 발견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추정 매장량은 900
억 톤가량에 이른다고 한다.
한편 발견된 희토류는 수심 3,500~6,000m, 두께 2~70m의 퇴적 진흙에

63) 도쿄대 관계자 인터뷰(2011. 8. 30).
64) 日本經濟新聞社(2011b).
65) 장동준(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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섞여 있다. 해저의 화산 폭발로 분출한 제오라이트(Zeolite) 성분이 희토류를
흡착해 해저에 쌓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연구팀의 설명이다.

2. 미국
미국은 2005년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의 유노컬(Unocal)66) 인수
시도 이전까지 희토류의 전략적 중요성과 그동안 선도해온 응용기술 유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09년 중국이 생산
과 수출 쿼터를 축소하는 등의 규제정책을 실시하고 나서야 정부 차원의 대
책 마련에 나서는 등 적절한 선제 대응을 하지 못하였다.
미국에서는 중국이 수출을 규제한 희토류 원소가 첨단무기 제조에도 반드
시 필요하므로 안전보장에 대한 영향을 가장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회계감사원(GAO)의 2010년 보고서 “Rare Earth Materials in
the Defense Supply Chain”에서는 희토류 금속은 최근 미국 내에서도 이제
는 생산되지 않고 거의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국이
계속하여 수출을 규제할 경우 첨단무기 생산이 지연돼 국가 안전보장에 중
대한 지장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2009년 의회에서는 2010년 국
방예산에 처음으로 육·해·공의 모든 부서에 중국의 희토류 의존도와 수급 차
질에 따른 국가안보 위협상황을 검토할 수 있도록 예산을 책정하였다.
현재 미국은 각종 방법을 동원하여 중국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고 있는바,
생산 재개를 추진하고 비축량을 증대하고 있으며, 수입선을 분산하고, WTO
등을 통해 타 희토류 주요 소비국들과 연대하여 중국의 수출 억제에 대해

66) 1890년 설립되었으며, 19세기 후반부터 21세기 초반까지 대형석유회사로 석유와 가스를 개발하고 판
매하다, 2005년 미국의 에너지기업 셰브런(Chevron Corporation)에 인수되었다. 본사는 캘리포니아
주 엘세 군도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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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또한 희토류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재활용 방
안을 적극 강구하고 있으며, R&D 투자를 강화하여 대체제를 개발하고 있다.

가. 생산 재개 및 국내자원 개발
미국은 국내에 희토류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따라서 일본 등의 나라들
과는 달리 해외에서 자원을 개발하기보다 국내자원을 개발하는 것에 더욱
역점을 두고 있다. 미국은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전 세계 희토류시장을
독점하였으며,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마운틴 패스 광산에서 세계 수요의 절반
을 공급하고 있었다. 그러나 중국의 네이멍구, 간쑤 등 지역에서도 희토류가
발견되면서 값싼 중국제품이 범람하게 되었고, 마운틴 패스 광산은 가격경쟁
력을 잃게 되었다. 게다가 희토류는 추출 과정에서 방사능 물질이 발생하여
심각한 환경오염을 야기시켰다. 결국 마운틴 패스는 채산성이 맞지 않고 지

❚ 표 5-4. 미국의 희토류산업 역사 ❚
1948년 1965~85년

대량의
희토류
발견

미국이
희토류 공급
망의 모든
단계를 수행

1948년 1965~85년 1998년 2002년

대량의
희토류가
마운틴
패스
광산에서
발견

마운틴
패스
광산이
세계의
주요
희토류
공급원

1998~2005년

2007년

희토류 생산 감소

희토류 생산
일부 재개

2003년

2005년

2007년

- 네오디뮴 영구자석 제
- 마운틴 패스
폐수
일본의 네오디뮴
조업체인 Magnequench
희토류 분리
파이프라
영구자석
가 문을 닫고 설비를
공장이 운영
인 규제 희토류
제조업체
중국으로 이전
재개
단속으로 채굴
Hitachi
- 독일의 네오디뮴 영구
- 폐광 전 생
Magnetics가
마운틴
작업
자석 제조업체
산한 희토류
패스
중단
미시간 주
Vacuumschmelze가
에서 바스트
공장
Edmore
켄터키 주 엘리자베스
네사이트 농
폐쇄
생산시설을 중단
타운 공장 가동을 중지
축물 분리

자료: GAO(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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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 오염과 환경파괴 문제로 인해 폐광되었으며, 이후 중국이 세계시장을
주도하게 되었다.
그 뒤 채굴이 끝난 비축 광석의 처리로 겨우 연명하던 마운틴 패스는 지
난해 중국과 일본의 희토류 분쟁 이후 재조명을 받게 되었다. 이곳의 희토류
매장량은 무려 2,800만 톤을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미국은 EU나
일본과는 달리 2015년 이후 중국이 희토류 수출 금지를 단행한다고 해도 국
내 수요량을 마운틴 패스에서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쿼터 제한으로 인하여 몰리코프 미네럴스(Molycorp
Minerals)는 5억 달러를 투자해 마운틴 패스 광산의 생산시설을 재가동할
예정이다. 2010년 7월 29일 몰리코프는 자사의 주식공개상장 공모를 실시하
였고, 주식공모의 수익을 우선적으로 캘리포니아 마운틴 패스 지역의 설비
개선 및 확장에 사용하였다.67)
마운틴 패스 광산은 2010년 말 광맥 위의 표토를 걷어냈으며, 2011년부
터 희토류 광석 채굴 재개에 들어갔다. 2012년 말까지 예정대로 공장설비
1단계 현대화 및 확장이 완료되면 연간 희토류 생산량은 약 1만 9,050톤 규
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전까지는 기존 설비를 이용해서 연간
3,000톤 규모를 생산할 계획이다. 이어 2단계가 완료되면 2013년 말까지 연
간 약 4만 톤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미 미국정부로부
터 연간 4만 톤의 생산허가를 받아둔 상태다.68) 이 정도 물량은 중국에 비
해서는 적지만, 미국 내 수요인 연간 1만 5,000톤 정도를 충당하고도 남는
양이다. 생산하는 제품의 종류도 대폭 늘어나 란탄계 희토류 15종을 모두
포함하게 된다.
그러나 미국이 자국 자원으로서 가장 기대하고 있는 마운틴 패스 광산의

67) Molycorp(2011).
68) Business Wire(20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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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석은 영구자석을 만드는 데 필요한 디스프로슘과 같은 중희토류가 충분히
포함되어 있지 않다. 마운틴 패스 광산 외에 아이다호 주, 몬타나 주, 콜로라
도 주, 미주리 주, 유타 주, 와이오밍 주 등지에도 희토류가 일부 매장되어
있지만 아직은 초기 탐사 단계여서 개발에는 7~15년이 걸린다고 한다.69)
최근 네브라스카 주(State of Nebraska)에서 광산이 발견되었으며 전 세
계 최대의 희토류 자원이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퀀텀
(Quantum)희토개발공사는 네브라스카 주 동남부의 이엘케이 크릭(Elk
Creek)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암석 샘플을 수집한 결과, 상당한 규모의 희토
류 및 니오브 광산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퀀텀과 미국 지질조사국은 이엘
케이 크릭 지역에 전 세계 최대의 니오브 및 희토류 원소 자원이 매장되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으며, 이번에 발견된 희토류 광상으로 중국에 대
한 의존도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70)

나. WTO 제소
중국이 자원 보존과 환경보호 등을 이유로 생산과 수출을 제한하면서 세
계시장에 공급난을 초래하자 2009년 미국은 EU, 멕시코 등과 함께 중국의
원자재 수출 제한에 대해 WTO에 제소하였다. 중국은 환경보호 등의 목적이
있을 때 수출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WTO 조항 20조를 근거로 정당성을
주장했지만 WTO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1년 7월 WTO는 중국의 원자재 수출 제한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
으며 중국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이 문제에 대한 항소심 판
정 결과는 향후 희토류 공급 제한과 관련된 무역분쟁의 선례가 될 수 있다

69) GAO(2010).
70) The Washington Times(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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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WTO의 결정이 적용될 경우 중국의 희토
류 수출 제한에 대해서도 WTO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미국과 멕시코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011년 8월 미국과 멕시코는 희토류에 대
한 중국의 수출 규제를 비난하며 중국의 무역보호주의 철폐를 요구하는 문
서를 WTO에 제출했다.71)
중국의 희토류 수급 통제에 맞서 미국은 일본, EU, 멕시코 등과 공동대응
을 본격화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 EU 정부 관계자들은 지난 2011년 10월
4일과 5일 이틀간 미국 워싱턴에서 희토류 안전공급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하
는 연구회를 열 예정이라고 마이니치신문(每日新聞)이 4일 보도했다.72)
연구회에는 미국 에너지부와 일본 경제산업성,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관계자
와 연구자들이 참석하였으며, 각국 관계자들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희토류 재활용이나 대체기술 개발 등 수요 억제책도 논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희토류 문제로 미국과 일본, EU 정부 관계자들이 이
같은 모임을 열기는 처음이며, 2012년 일본에서 2차 모임을 개최할 예정이다.

다. M&A를 통한 수입선 다변화
한편 미국의 희토류 업체들은 인수·합병(M&A)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로
스앤절스 타임스에 따르면 미국에서 유일하게 희토류를 생산하는 몰리코프
미네럴스(Molycorp Minerals)는 2011년 4월 에스토니아 희토류 생산업체
사일멧(Silmet AS)의 지분 90%를 8,900만 달러에 인수했다. 사일멧은 희토
류 산화물 연간 생산량이 3,000톤에 달하는 유럽 최대의 희토류 회사다.73)
몰리코프는 앞서 미국 애리조나 주의 희토류 합금업체 산토쿠아메리카

71) Global Times(2011).
72) 이충원(2011).
73) Los Angeles Times(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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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toku America)도 1,750만 달러에 인수했다.74) 몰리코프는 산토구아메
리카에 캘리포니아 주 희토 광산에서 생산된 원료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로
써 산토구아메리카는 중국산 희토류 금속에 의존하지 않고 희토류 합금을
생산하는 북미 최초의 업체가 됐다.
미국의 GTSO(Green Technology Solutions)도 몽골의 희토류 수출회사
REE(Rare Earth Exporters of Mongolia)를 인수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75) GTSO는 2011년 2월 REE와 합작사를 설립해 공동으로 희토류를
개발하고 있다.

라. 인력 양성과 기술협력
미국의 희토류산업은 10년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현재 전문
연구 인력과 기술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1980~90년대에 미국은 희토류
산업 종사자 수가 2만 5,000명에 달했으나 현재는 1,500명에 불과하다고 한
다. 과거에는 희토류 원광 및 산화물 생산기업이 1개, 사마륨 코발트 자석
생산업체가 5개, 네오디뮴 자석 생산업체가 5개 있었으나, 현재 미국은 네오
디뮴 자석을 생산하지 않고 있으며, 사마륨 코발트 자석 생산업체만 2개 보
유하고 있다(2011년 3월 기준).
이에 미국은 관련 기술자 부족현상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몰리
코프 등 회사에서는 희토류 원소 관련 기술, 특히 제련· 분리 기술 관련 기
술자 육성에 노력을 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콜로라도 광산대학에서 희토류
원소를 중심으로 하는 희귀금속 제련공학 강의도 실시하고 있다.
몰리코프는 또 캐나다의 네오디뮴· 철· 붕소 자성분말, 희귀토 소재 공학물질

74) Las Vegas Review-Journal(2011).
75) Business Wire(201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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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응용물질 업체인 네오 머티리얼 테크놀로지스(Neo Material Technologies)
와 희귀토 생산· 공급· 유통 관련 의향서를 체결하여, 네오로부터 희귀토 금
속, 합금, 자철 생산과 관련된 기술지원 및 노하우를 전수받게 되었다.76)

3. 한국
2011년 현재 한국은 희토류 광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자원의 자주권 확
보 차원에서 희토류 부존 가능성이 높은 홍천, 충주 등 지역의 1차 탐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경제성을 파악하기 위한 추가 탐사를 진행 중이다.
한국은 다른 국가와의 공조체제에 있어서도 아직은 더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희토류 생산에 필요한 가공기술 또한 아직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다. 이에 해외자원 개발과 가공기술 습득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이 중장기
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

가. 수급 분석 강화
단기적으로 2011년 하반기 국내 희토류 자원순환 흐름 파악을 위해 금속,
화합물, 반제품, 완제품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희토류 수급구조 분석을 실시
하고 반완제품 수요 민간기업과의 협업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희토류 수급
모니터링을 통해 금속화합물 형태 중심으로 수입량 등의 통계분석을 하고
있으나, 실제 수입 형태는 반완제품 비율이 압도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은 희토류 가공품 형태로 중국, 일본 등에서 주로 수입하고 있다.
2011년 상반기 한국의 희토류 수입총량은 전년동기대비 36% 증가한 2,043
톤에 달하였다.77) 최근 몇 년간 연마재 수요 감소와 대체소재 개발로 인해

76) Business Wire(2010).

66│ 중국의 희토류산업 규제 강화에 따른 영향과 시사점

❚ 표 5-3. 한국의 희토류 수입 현황 ❚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수입량(톤)

6,600

6,010

4,104

2,655

3,287

수입액(백만 달러)

25

24

26

26

59

주: 희토류 금속과 화합물 수입을 가리킨다.
자료: 김상우(2011).

희토류 수요는 감소 추세였으나, 신산업 분야가 확대되면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나. 해외자원 개발
남아공 탐사사업 투자기본계약(HOA)을 체결한 바 있으며, 베트남, 호주
사업 진출도 적극 검토 중이다.
광물자원공사는 VIP 아프리카 순방기간인 2011년 7월 초 남아공 더반에
서 캐나다 프런티어와 잔드콥스드리프트 희토류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기본계
약(HOA)을 체결했다.78) 이번 투자 대상은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북쪽으로
450km 떨어진 오지의 노천광산으로 희토류 매장량이 2,300만 톤으로 풍부
하고 품위도 2.32%로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노천광산의 특성상 많은
비용이 드는 지하채굴을 할 필요가 없어 경제성도 높다. 현재 탐사단계에 있
으며, 광물공사의 생산물 지분은 30%로 2014년부터 연 2만 톤 생산 시 광
물공사는 6,000톤의 희토류 산화물을 확보하게 된다.79)
이 물량은 국내 연간 수요의 약 2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향후 전기자동차
등의 모터용 자석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77) 2010년 상반기 희토류 수입량은 1,499톤, 수입액은 2,000만 달러였으며, 2011년 상반기 수입량과 수
입액은 각각 2,043톤, 9,700만 달러에 달했다.
78) 조만규(2011).
79) 지식경제부(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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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며, 가격 급등에 따른 수급 불안을 원천적으로 해소하는 등 중국 희토류
수입 의존에서 탈피하는 한편 아프리카 국가들과 희유금속 확보 협력기반을
강화하는 계기도 마련하였다.
희토류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호주, 베트남 등지에서 신규 광산 추가 개
발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희토류 부존이 예상되나 미탐사지역이 광범위한
베트남, 몽골, 에티오피아 등과 공동 탐사사업을 수행하고 해외 공동 탐사
시 필요한 신규 지질 전문인력 증원도 검토 중이다.80)
지진으로 논의가 중단된 일본과의 협력도 재추진할 계획이며,81) 이 밖에
중국정부와 희토류 생산 쿼터 확대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 국내자원 탐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KIGAM, 지자연)은 국내 희토류 부존 가능성이 높은
홍천, 충주 등 2개 지역에 대한 1차 초기 탐사(2010년 6월~2011년 6월)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희토류 예상 부존량(광석 기준)은 총 2,300만 톤(홍
천 1,200만 톤, 충주 1,100만 톤), 광맥 내 사용가능 희토류는 약 14만 톤
규모인 것으로 추정되었다.82)
그간의 탐사로 희토류 광체는 일부 확인되었으나, 개발 경제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추가 탐사가 필요하다. 이에 2012년까지 정밀탐사, 2013년까지 매
장량 평가를 통해 경제성과 환경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개발 및 생산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희토류 전체 탐사 계획을 살펴보면 1차 탐사 기간은 2010~12년으로 홍천

80) VIP 8월 몽골 순방 시 지식경제부와 몽골 원자력청은 희토류를 포함한 전략광물 관련 양해각서 체결
을 추진하였다.
81) 일본은 호주, 미국, 베트남 등 지역의 광산을 개발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3월의 동일본 대지진으로 모
든 사업이 중단된 상태며, 다시 추진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82) 평균 품위는 0.6~0.65%이다. 지식경제부(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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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충주 두 지역이며, 2차 탐사 기간은 2011~13년이며 대상 지역은 양양과
서산이다. 서산 지역이 탐사 대상에 추가로 포함된 점을 감안하여 탐사사업
예산83)도 확대 추진될 계획이다.

라. R&D 및 국제 기술협력
현재 한국은 희토류 가공기술이 떨어져 희토류를 전량 2차 제품이나 완제
품 형태로 일본,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이에 희토류 주요 생산국
인 중국, 그리고 소재화 선진국인 일본 등과의 기술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희토류가공기술협의회84)는 2011년 4월 21일 바오터우희토연구원과 희토
류 가공기술을 공동 연구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희토류 연구사업을
공동 수행하기로 하고 가공기술 개발에 필요한 장비와 시설, 기술정보를 서
로 지원하고 인적 교류도 시행하기로 했다.85)
지식경제부는 2010년 말 제4차 해외자원 개발 기본계획에 희토류를 리튬
과 함께 신성장광물로 지정하고 광산 확보와 가공기술 개발 등을 통해 자급
률 제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중국과의 공동연구는 한국의 기술력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1년 4월 광물자원공사는 아프리카의 요하네스버그에서 남아공 광물연
구소(Mintk)와 희토류 기술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86) 이번 기술협력으
로 양사는 희토류 분리· 제련 기술에 관한 협력기회를 발굴하고, 광물처리
관련기술에 관한 공동연구를 수행하며, 남아공 광물 공동탐사 및 개발 등에

83) 국내 희유금속 탐사 및 활용기술 개발에 사용되는 예산이다.
84) 지난 2월 출범한 협의회는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포스코,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아주그룹, 웰리츠 등
5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85) 정수남(2011).
86) 조만규(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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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협력하기로 하였다. 희토류 자체 가공기술을 보유한 Mintek와의 이번
기술협력을 통해 취약한 국내의 희토류 분리․제련 기술을 보강하고, 나아가
이 기술을 잔드콥스드리프트 프로젝트에도 접목함으로써 아프리카 희토류 광
산 투자가 더욱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 밖에 2010년 11월 지식경제부는 일본 자원에너지청 방문 시 양국이
국내 및 제3국 광산 개발, 재활용 기술개발에 공조하기로 하였다.87) 2011년
5월 VIP 프랑스 순방을 계기로 한국과 프랑스 양국도 공동 R&D 등 협력
을 확대하기로 협의하였으며,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회의
가 9월에 개최되었다.88)
또한 희토류 사용저감, 대체재 기술개발을 위해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에너
지기술평가원 등이 R&D를 추진 중이나, 종합적 내용의 R&D는 현재 부재
한 상황이다.89) 향후 기존에 착수된 R&D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국내외 R&D 현황 조사를 통해 국내자원 상황과 희토류 특
성에 맞는 중점 희토류 R&D 아이템을 발굴하고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90)

마. 비축 확대
2010년 말 현재 한국은 산화세륨, 디스프로슘 등을 총 62톤 비축하고 있
으나, 이는 수요량(2010년 3,287톤)의 1.8%(약 7일분)에 불과하여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희토류의 기술적 및 물리적 특성, 그리고 국내외 수급상황
을 감안하여 2014년까지 1,500톤 조기 비축을 추진하고 있다.

87) 한상준(2010).
88) 지식경제부(2011).
89) 김상우(2011).
90) 희유금속 산업생태계 조성 계획에 따른 40개 취약기술 발굴과 연계 추진하여 제련, 정련(금속), 소재
화, 대체·저감 등 4대 분야에 10년간 3,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지식경제부(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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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6. 한국의 희토류 및 희유금속 비축 현황 및 계획 ❚
(단위: 톤)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합계

희토류

62

300

307

407

424

-

-

1.500

희유금속 전체

10,494

6,866

9,153

12,150

12,295

13,340

14,102

78,400

자료: 지식경제부(2011a).

최근 가격 급등으로 인해 구매업체와 납품업체 간 분쟁의 우려가 있는 바,
입찰방식 개선, 구매처 다변화 등 업체 간 분쟁 최소화를 위한 다각적인 ‘희
토류 비축구매제도’ 개선 방안을 연내에 수립․시행할 계획이다.

바. 자원의 순환 이용
희토류산업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도시광산, 재제조91) 활성화 등
을 포함한 ‘국가자원 순환촉진전략’을 연내 수립할 계획이다. 자원순환 촉진
전략에는 자원순환 촉진기반 구축, 촉진산업 육성, 자원순환 산업계 확산 등
의 내용이 포함된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현재 한국 내 도시광산업체는 모두 860개이며 종사
자는 1만 7천 명에 이른다. 그러나 평균 종사자 수가 21명, 5인 이하 기업
이 60% 이상으로 규모가 영세하다. 도시광산 활성화를 위한 향후 주요 정
책 과제로는 △ 산업계 수요기반 연구개발을 위한 도시광산 전략금속 선정
△ 선진국 대비 50% 수준인 기술력 향상을 위한 병목요인 제거 △ 도시광
산 자원 수거유통 취약요인에 대한 정책지원 강화 △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사항 완화 등이다.

91) 중고품을 분해·세척·보수·가공하여 원래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가리킨다.

71

제5장 주요국의 대응 │

제6장
기업 사례

1. 한국기업
가. 포스코(바오터우)융신희토주식회사(浦項(包頭)永新稀土有限公司)
포스코융신희토주식회사는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포스코차이나가 공동으로
중국의 희토자성재료업체인 바오터우융신희토주식회사의 지분 60%를 인수하
여 2010년 6월 설립한 합자회사다. 융신희토가 40%의 지분을 가지며, 포스
코와 한국광물자원공사가 각각 31%, 29%의 지분을 갖게 됐다. 융신희토는
원래 네오디뮴 금속을 생산 및 판매하던 업체였는데 최근 부가가치 생산라
인을 확장하다 자금난에 맞닥뜨렸고 그 과정에서 한국이 전격 인수해 경영
권을 확보했다.
포스코융신은 네이멍구 바오터우 희토고신구에 위치해 있으며, 부지면적은
3만 4천m2이다. 직원 수는 모두 90명이며, 그 중 R&D 인원이 2명, 한국
직원은 주재원을 포함하여 41명이다. 현재 공장이 준공되었으며 9월 말부터
생산이 가동되었다. 주로 네오디뮴 자석을 생산하는데 연간 생산량은 1,500
톤에 달할 전망이며, 향후 생산규모를 5,000톤까지 확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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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1. 포스코(바오터우)융신희토주식회사 기업 현황 ❚
기업명
업종

포스코(바오터우)융신희토주식회사(浦項(包頭)永新稀土有限公司)
영구자석용 희토자성재료

대표자

정길수

설립연도

2010년

자본금

5,000만 위안

직원 수

90명

한국 측 투자회사
투자액
주소
홈페이지

포스코
9,960만 위안

中國內蒙古自治區包頭市稀土高新技術産業開發區希望工業園區
-

자료: 기업 인터뷰.

포스코와 한국광물자원공사가 네이멍구에 진출하게 된 동기는 중국이 희
토류 원료 수출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구자석의 수요 급증에 대한 대
비책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한 것이다. 세계 최대의 경희토류 생산지인 바오터
우 희토고신구에 입지함으로써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원료를 공급받을 수 있
다는 점과 전기료, 세금 등의 혜택이 강점으로 작용했다.92)
바오터우 희토고신구는 1992년에 국가급 고신구로 지정되었으며, 전국의 83
개 국가급 고신구 중 유일하게 자원으로 명명된 고신구다. 중국 희토류 매장량
의 80% 이상이 이곳 바이윈어보 광산에 집중되어 있으며, 중국의 희토류 총
생산량의 40~70% 정도가 이곳에 입지한 바오강희토에서 생산되고 있다.
현재 바오터우 희토고신구에 등록된 기업체는 2,476개이며, 외국합자기업
9개가 입주해 있는데 주로 일본업체들이다. 2010년 일본과의 희토류 분쟁
이후 고신구는 외자기업 유치와 관련하여 엄격한 기술을 요구하고 있으며,
외국기업의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SK도 네이멍구의 희토류에 관심을 갖고

92) 원래는 원료 공급, 전기료, 세금 등에서 더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융신희토 사장 장융캉(張
永康)에 대한 중국 언론의 비난이 거세지면서 포스코와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애초보다 많이 줄어든
혜택으로 입주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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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구를 몇 번 방문했으나 포스코가 이미 진출한 관계로 고신구는 더 이상
의 한국기업을 유치할 계획이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포스코의 바오터우 고
신구 진출은 어쩌면 마지막 버스를 탄 셈이라고 볼 수 있다.

나. 시안맥슨신재료주식회사(西安迈克森新材料有限公司)
한국광물자원공사는 2000년대 초반 전략 광종 중 하나였던 희토류 확보를
위하여 중국에 투자하였다. 당시 중국은 1999년 서부대개발을 시작한 이래
외자유치에 대해 매우 우호적이었다. 그리하여 한국광물자원공사는 2003년
중국 서부지역의 중심 도시 중 하나인 시안으로 진출을 결정하였다. 한국광
물자원공사는 합작 파트너를 시쥔신재료주식회사(西骏新材料有限公司)로 결
정하였다. 이어 49:51 비율로 합자회사인 시안맥슨신재료주식회사(西安迈克
森新材料有限公司)를 설립하였다. 투자액은 양사의 지분비율에 따라 한국광
물자원공사가 593만 달러, 시쥔신재료주식회사가 617만 달러를 투자하였다.
주 사업 분야는 희토류 형광재, 연마재, 자성재료 생산이다. 형광재료 부
문은 2004년 4월 생산을 개시하였고, 연간 약 600톤 규모를 생산하고 있다.
연마재는 2005년 1월부터 생산을 개시하였고, 연간 300톤 규모를 생산하고
있다. 현재는 연간 총 1,500톤 규모를 생산 중이다.

❚ 표 6-2. 시안맥슨신재료주식회사 기업 현황 ❚
업종
설립연도
한국 측 투자회사명

희토류 가공
2003년

한국광물자원공사

투자액

광물자원공사 593만 달러, 시안시쥔신재료유한공사 617만 달러

매출액

-

직원 수
주소

150명

中国陕西省西安高新技术产业开发区高新６路１２号

자료: 기업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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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근 유럽발 금융위기와 일본 측 수요 감소 등으로 인한 희토류 시
장 침체로 일부 공급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합자 파트너와의 의견 조율로
인하여 여러 가지 빠른 의사결정에 다소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 로컬기업
가. 네이멍구바오강희토하이테크주식회사(内蒙古包钢稀土高科技
股份有限公司)
네이멍구바오강희토하이테크주식회사는 바오강그룹, 홍콩쟈신(嘉鑫)주식회
사 등이 1997년에 공동으로 설립하였다. 희토류 기업으로는 첫 상장기업이
며, 전신은 1961년에 설립된 바오강희토 제3공장이다.
바오강희토는 세계 최대 규모의 희토류 생산기업으로 선광에서부터 제련,
분리, 과학연구, 가공 및 응용에 이르는 산업 사슬을 모두 갖추고 있다. 연간
희토정광 생산량은 20만 톤에 달하며, 희토정광 외에 희토화합물, 희토금속
및 기타 희토류 응용제품 64종을 생산하고 있다.
2010년 말 기준 총자산규모는 87.9억 위안, 순자산은 42.7억 위안에 달하
며, 3개의 직속공장(분공사)과 1개의 전액출자 자회사, 11개의 절대 지배회
사, 7개의 상대 지배회사 및 3개의 종속회사를 갖고 있다.
바오강희토는 세계에서 매장량이 가장 많은 바이윈어보 광산에서 희토류
를 채굴 및 가공하고 있다. 또한 바오강희토의 모기업인 바오강그룹으로부터
직접 광니를 구입하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에 비해 유리한 원가구조를 갖고
있다. 2009년의 경우 바오강희토의 광니 구입비가 영업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4%에 불과했다.93)

93) 그러나 2012년부터 바오강희토는 더 이상 바오강그룹으로부터 고정가격에 희토광을 구입하는 혜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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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3. 네이멍구바오강희토하이테크주식회사 기업 현황 ❚
기업명
기업 성격
업종
설립연도

네이멍구바오강희토하이테크주식회사(內蒙古包鋼稀土高科技股份有限公司)
지방 국유기업
희토류(경희토) 생산 및 가공
1997년

총자산

87.9억 위안(2010년)

매출액

52.6억 위안(2010년)

직원 수
희토정광 생산량

1,830명(기술자 11.2%, 관리자 2.13%)

연간 20만 톤

희토산화물 생산량

연간 6만 톤

관계회사

바오강그룹

주소
홈페이지

中國內蒙古自治區包頭市稀土高新技術産業開發區黃河路83號
http://www.reht.com

자료: 중국희토학회 인터뷰 및 보도자료 정리.

중국 최대의 희토류 국영기업으로서 바오강희토는 바이윈어보 광산과 더
불어 중국정부의 주목을 받고 있다. 1964년 정치국 상무위원 덩샤오핑(鄧小
平)은 바이윈어보 광산을 시찰한 뒤 바오강그룹의 발전 방향을 “철을 중심으
로 종합적으로 이용”으로 확정하였다. 또한 1978~86년 팡이(方毅) 국무원
부총리는 일곱 차례나 바오터우에 가서 희토류 자원의 종합 이용에 관한 과
학기술 업무회의를 소집하였으며, 전국의 200여 개 연구기관이 바이윈어보
희토광의 개발 및 이용 연구에 참여하여 중국 희토류산업의 발전을 크게 촉
진하였다. 그리하여 1986년 중국은 미국을 추월하여 세계 최대의 희토류 생
산국이 되었다. 1999년 장쩌민(江澤民) 주석이 바오강그룹을 시찰하여 “희토
류 개발과 응용에 힘써 자원우위를 경제우위로 전환”할 것을 지시하였다. 또
한 정부는 국영기업과의 산학연계 등을 강화하기 위해 1992년 정부 산하에
있던 희토연구원을 바오강그룹으로 편입시켰다. 현재 희토연구원은 중국 희3

누리지 못하고, 지난 6개월간 희토류 평균가격에 구입해야 한다. 새로운 규정의 실시로 바오강희토의
희토광 구입비용은 크게 상승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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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류 연구개발의 밑그림을 그리는 중국 최대의 희토류 연구소다.
바오강희토는 그동안 희토류 생산과 단순가공에 주력해 왔으나 희토류 심
층가공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고, 기술개발이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향후 심층가공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바오강희토의 심층가
공 사업 진출은 2000년 미국 ECD/OBC 회사와 합작하여 수소저장재료, 동
력 배터리 등 제품을 생산하면서부터다. 2002년 바오강희토는 다른 투자자
와 합작하여 바오터우자오허희토하이테크신소재주식회사(包頭昭和稀土高科新
材料有限公司), 바오터우루이신희토금속재료주식회사(包頭瑞鑫稀土金屬材料股
份有限公司)를 설립하였으며, 자성재료를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바오강
희토의 희토류 심층가공제품이 영업 수익과 이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6.9%와 12.9%로 적은 편이다. 향후 바오강희토는 자성재료, 발광재료, 광
택재료, 수소저장재료 등 응용분야에 주력하여 네오디뮴 영구자석, 형광제
산화 유로퓸, 연마제, 수소저장합금 등 기능성 희토류 소재를 중점적으로 발
전시킬 계획이다.
최근 바오강희토는 중국정부의 희토류산업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경쟁 및
중소 희토업체를 잇달아 인수하면서 시장을 장악해나가고 있다. 2011년 5월
네이멍구자치구 인민정부는 ｢희토류 후방산업의 기업 정리 및 도태 업무방안
(稀土上遊企業整合淘汰工作方案)을 발표하였는데 이 방안에 따라 자치구 내
35개 채굴, 제련 및 분리 기업이 바오강희토에 통합되거나 도태되어 최종적
으로는 바오강희토가 채굴에서부터 선광, 제련, 경영, 관리에 이르기까지 모두
통합해 책임지게 된다. 중국정부가 2010년부터 대대적으로 희토업계 통폐합
작업에 나서면서 중국의 희토류 시장은 북방의 바오강희토와 남방의 우쾅희
토로 양분되고 있다. 이들 양대 업체는 희토류 비축에도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실제로 바오강희토는 2010년부터 5년에 걸쳐 희토정광 30만 톤을 비
축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으며, 2년 내에 30억 위안을 투자하여 8만 톤의
희토류산화물도 비축할 계획이다. 2010년 주요 희토류 가격이 급등한 배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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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중국의 수출 쿼터 제한이라는 측면이 가장 크지만, 바오강희토를 비롯한
중국의 주요 희토류업체들이 희토류 비축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중소 희토류
업체를 잇달아 인수하면서 희토류 자원 통제에 나섰기 때문이다.

나. 중국우쾅그룹회사(中國五矿集團公司)
1950년에 설립된 중국우쾅그룹회사는 금속과 광산품의 탐사, 채굴, 제련,
가공, 무역을 위주로 금융, 부동산, 물류 등도 겸하여 경영하는 글로벌 금속
대기업이다. 베이징에 본사를 둔 중국우쾅은 전 세계 26개 국가와 지역으로
경영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직원 수는 16.8만 명, 총자산은 2,000억 위안에
달하고, 국내외 상장회사 9개를 자회사로 두고 있다. 2010년 중국우쾅의 영
업소득은 2,550억 위안, 이윤총액은 70억 위안에 달해 세계 500대 기업 순
위에서 228위, 금속업계 기업체 순위 6위를 차지하였다. 1992년 중국우쾅은
국무원이 비준한 55개 기업집단 시범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1999년에는 중
앙정부가 관리하는 44개 중견기업 명단에 들어갔다.
중국우쾅은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산하의 국유기업으로서 중국에
서 희토류 수출업무를 가장 먼저 수행한 기업이다. 1960~70년대에 국내외
희토류 생산기업, 무역기업 및 응용기업체와 협력한 바 있다. 2000년대 들어
서는 2003년에 장시성 로컬기업과 합자하여 장시텅스텐그룹(江西鎢業)을 설
립하면서부터 텅스텐과 희토류 생산에 주력하기 시작하였다. 최근 몇 년간
중국정부의 희토류산업 정책기조에 맞추어 중국우쾅은 자회사인 우쾅유색금
속주식회사를 중심으로 희토류 산업 사슬을 완성해 나가고 있다.
우선 자원개발 영역에서 2010년 12월 푸젠산밍희토소재회사(福建三明稀土
材料公司)를 인수하여 푸젠성에 진출하였다.
분리 영역에서는 2008년 10월 간저우의 2개 현지기업과 합자형태로 우쾅
희토간저우주식회사(五矿稀土竷州股份有限公司)를 설립하였다. 현재 우쾅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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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4. 중국우쾅그룹회사 기업현황 ❚
기업명
기업 성격
업종
설립연도
총자산

중국우쾅그룹회사(中國五矿集團公司)
중앙 국유기업
금속 및 광산품의 생산 및 가공(희토류의 경우 중희토를 주로 생산)
1950년
2,000억 위안

영업소득

2,550억 위안(2009년)

희토류제품 매출액

63.4억 위안(2010년)

직원 수

16.8만 명

희토류 분리능력

18,000톤/년

희토 형광분말 생산량

4,000톤/년

에너지절약형 발광관 생산량 8,600만 개/년
주소
홈페이지

中國北京海澱區三里河路5號
http://www.minmetals.com.cn/

자료: 보도자료 정리.

는 중국 내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기술수준이 가장 높으며 제품의 질이 가
장 양호한 이온형 희토분리기업이다. 2010년 11월에는 광둥성에서 희토 분
리 기술이 가장 선진적이고 비용우위에 있는 광둥충화젠펑회사(廣東從化建豊
公司)를 인수하였다.
전방제품 영역에서는 2010년 5월 지명도 있는 2개 희토업체와 합작하여
장시성 간저우에서 우쾅희토발광소재주식회사와 우쾅둥린(東林)조명회사를 설
립하여 희토 발광소재 및 에너지절약형 조명등 분야로 진출하였다. 생산이 개
시되면 연간 희토 형광분말 생산량은 4,000톤, 에너지절약형 조명등 발광관
생산량은 8,600만 개에 달해, 중국 전체 희토 형광분말 생산량의 절반 이상
을 차지하게 된다. 2010년 7월에는 간저우에서 연산 5,000톤 규모의 고성능
네오디뮴 영구자석 프로젝트에 투자하여 자성재료 분야에도 진출하였다.
그리고 2009년 9월에는 우쾅희토연구원을 설립하여 우쾅희토의 희토류
분리 및 심층가공 경쟁력을 대폭 향상시켰다. 동시에 푸단(復旦)대학, 저장
(浙江)대학, 난창(南昌)대학 등과 손잡고 희토류 분리 및 기능성 소재 등 응

79

제6장 기업 사례 │

용분야의 연구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통합 조정을 거쳐 현재 중국우쾅은 희토류 채굴과 분리에
서 형광분말과 자성재료 등 응용제품 생산 및 심층가공 연구개발에 이르기
까지 비교적 완벽한 산업 사슬을 형성한 상황이다. 특히 연간 희토류 분리량
이 1만 8,000톤에 달해 국내 총 희토류 분리량의 30%가량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중희토류 제품 생산자이자 공급자다.
향후 5년간 중국우쾅은 20억 위안을 투자하여 기능성 소재 및 응용제품
생산에 주력하며, 연간 매출액 100억 위안을 달성할 계획이다. 또한 중국우
쾅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우쾅희토가 최근 상장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94)
바오강희토와 마찬가지로 중국우쾅도 통합과 전방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하
고 있다. 그러나 북부지역에서 바오강희토가 독주 행보를 보이는 것과는 좀
달리, 남부지역은 희토류 자원이 분산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이익 주체들도
많아 통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앙기업과 지방 국유기업들이 경쟁적으로
남부지역 희토류 자원 획득을 목표로 통합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그 중 중
국우쾅, 중국알루미늄, 중국유색금속이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며, 여기
에 광성(廣晟)유색금속, 간저우희토광업, 샤먼(厦門)텅스텐 등 지방 국유기업
들이 합류하여 각축을 벌이고 있다. 현재 중국우쾅을 중심으로 중국우쾅, 간
저우희토광업, 광성유색금속의 3강 구도가 초보적으로 형성되었다.
또한 중국우쾅도 희토류 비축을 시도하고 있는바, 거점인 장시성 간저우시
정부의 주도하에 10억 위안을 들여 희토류 원료와 분리 제품을 전략적으로
비축하기 시작했다. 중국우쾅을 비롯한 많은 중앙기업들은 희토류 자원을 확
보한 업체를 인수하려고 하지만 대부분 분리업체 확보에 그치고 있어, 향후
희토류 광산자원 확보가 희토류 전략비축의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94) 曹開虎(20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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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론 및 전망
1986년에 공표된 ｢광산자원법｣은 중국 최초의 희토류산업 보호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1998년 희토류 상품 수출 쿼터제를 실시하고 희토류 원
료를 가공무역 금지 상품으로 지정하기까지의 상당기간 희토류 수출 장려를
통한 외화 확보에 주력하였다.
2002년의 ｢희토류 업종에 관한 외자기업 투자관리 임시규정｣은 외자기업
의 중국 내 희토류 광산기업 설립을 금지하고, 희토류 분리와 제련 분야의
단독투자를 금지함으로써 수출 억제와 기술이전의 효과를 보았다. 희토류 가
공 첨단기술을 소유한 외국기업들이 수급 압박을 의식하여 일부 생산기지를
중국으로 이전하고, 중국기업과의 합자 혹은 합작을 통해 중국으로의 기술이
전에 한몫하였기 때문이다. 일본의 쇼와덴코, 동해무역, AMJ, 히타치금속,
미국의 몰리코프 등이 잇달아 네이멍구 바오터우, 장시성 간저우, 허베이성
랑팡 등 지역으로 진출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 후에도 희토류산업 보호정책은 속속 발표되었으며, 2009년 말 중국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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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정보화부에서 발표한 ｢2009~2015년 희토공업 발전규획｣(이하 ｢2009~
2015년 규획｣)을 통해 중국은 처음으로 산업구조조정, 생산량 제한, 수출량
통제, 외자기업 진입기준 강화, 환경규제 강화 등 희토류산업 전반에 대한
관리기준을 제시하였다.
또한 희토류산업에 대한 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부처별 책임을 명확
히 하고자 2011년 5월 국무원은 ｢희토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였다.
이처럼 댜오위다오(釣魚島 혹은 센카쿠열도) 분쟁 이후 불거진 중국의 희
토류산업 보호정책은 사실상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어 끊임없는 수정과
보완을 거친 장기적인 과정이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희토류 생산국이지만
그동안 통일적인 관리가 부족하여 과도한 개발이 야기되었고, 희토류 생산지
의 자연환경이 많이 파괴되었으며, 업체 간 수출 경쟁과 밀수출 등으로 공급
이 수요를 훨씬 초과해 국제시장에서 가격결정권자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
에 중국정부가 희토류산업 관리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향후 중국은 희토류 수출을 규제하고, 중앙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업체 간
통폐합을 촉진하여 정부 통제력을 강화하며, 희토류 자원에 대한 전략적 비
축을 실시하는 등의 보호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또한 중국은
97%가 넘는 전 세계 희토류 공급량 비중을 향후 60% 수준으로 낮출 계획
이다. 2009년 발표한 ｢2009~2015년 규획｣에서 중국은 2015년까지 연간 수
출량을 3만 5,000톤으로 제한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동안의 난개
발로 인한 매장량 감소와 향후 첨단제품 분야에서의 희토류 수요 증가로
2020년쯤이면 중국도 희토류를 수입하게 될 것이라며, 최근 희토류의 전략
적 비축에도 나서고 있다.
한편 외국기업에 대한 진입제한 정책은 수출 규제와 더불어 ‘자원을 기술
로 바꾸겠다’는 전략이기도 하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희토류 생산국이지만
정작 가공 및 응용 기술이 부족하여 첨단제품에 들어갈 희토류 소재를 비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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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에 역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상 외자유치는 기술 습득과 갈라놓고
말할 수 없으므로 이 같은 중국의 전략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동시에 중
국은 기술혁신을 위해 자체적인 연구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들어 강화된 중국의 희토류 관련 정책, 특히 생산 및 수출 쿼터 축
소는 주요 수입국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키며, 세계 각국의 탈 중국화를
빠르게 이끌어내고 있다. 희토류 주요 매장국인 미국과 호주 등은 광산 재개
에 나섰으며, 일본은 중국 외 국가와의 협력 체계 구축 및 대체물질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중국이 희토류를 포함한 일부 희소금속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면서
세계시장에 공급난을 초래하자 미국, 멕시코 등은 공정거래 위반 및 무역보
호주의라며 WTO에 제소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희토류 규제는 수출에만 국
한된 것이 아니고 채굴, 생산, 수출 등에 걸쳐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는 점, 다른 나라들도 전략적인 자원에 대해서는 모두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
는 점, 환경보호 등의 목적이 있을 때 수출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WTO의
환경무역장벽 원칙 등을 들어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2011년 7월 WTO는 중국의 원자재 수출 제한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
는데, 이 결정이 적용될 경우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에 대해서도 제소하고
있는 미국과 멕시코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나, 중국이 수출 규제를
개선한다 할지라도 개선의 여지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는 타 국가의 희토류 개발을 다그쳐
세계의 희토류 공급원 다변화에 기여하였으며, 수입국의 대처가 가능하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그러나 희토류 광산에 대한 생산 재개와 대체제가
실용화되기까지는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보여 당분간 중국이 세계의 희토
류 공급과 가격에 미치는 영향력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수요가 공
급을 초과하는 네오디뮴 경희토와 주로 중국에 매장되어 있다고 알려진 디
스프로슘 등 중희토류의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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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사점
2011년 현재 한국은 국내자원에 대한 1차 초기 탐사를 진행하여 희토류
자원개발 가능성을 타진한 바 있으며, 경제성을 파악하기 위한 추가 탐사를
진행 중이다. 이어 2013년까지 경제성과 환경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개
발 및 생산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주로 자원의 자주권 확보 차원
에서 탐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실제 개발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한국의 희토류 수요량은 최근 몇 년간 연마재 수요의 감소와 대체 소재
개발 등으로 인하여 감소하였으나, 신산업의 육성으로 2010년부터는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희토류에 대한 정밀가공기술이 부족하여 필요
한 소재와 부품을 중국이나 일본 등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있어 희토류 수급
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다른 국가들보다 피해가 더 심각할 수밖에 없다. 따
라서 희토류에 대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급 계획이 필요하며, 일부 가공
기술 확보 역시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가. 정부에 대한 시사점
1) 전략적인 해외자원 개발
세계 희토류 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대비하고 늘어나는 국내 수요량을 충
족시키기 위해서는 희토류 광산 확보가 필요하다. 설령 개발 가능한 희토류
자원이 국내에서 탐사되었다고 할지라도 국내에서 자원개발을 하는 것은 높
은 환경비용 외에도 소요 인력도 많아 그다지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해
외자원을 개발해야 하며 개발 및 지분 참여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지원과
결정이 필요하다. 또한 다수의 지역에서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1~2개
국가를 전략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사례가 참고가 될 수 있다. 2010년 이래 일본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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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ODA 제공 방식으로 몽고, 카자흐스탄, 인도, 베트남, 아프리카 등 각국
들과 적극적으로 희토류 개발협력을 맺고 있다.

2) R&D 및 국제 기술협력 강화
앞서 지적하였듯이 한국은 고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고급 가공기술의
부재는 물론, 제련․분리 기술도 부족한 편이다. 현재 희토류 가공기술을 보
유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 일본, 미국 등 일부 국가뿐이며, 첨단기술은 거의
일본이 독점하고 있다. 희토류 가공기술의 확보는 쉽지 않으며, 환경오염이
심한 가공 공정의 특성상 최근에는 환경성을 확보하지 못한 가공기술은 사
용될 수 없는 상황이다. 희토류 원료와 가공제품 간 가격 차이가 큰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 해외 광산개발에 참여하고 독자적인 희토류 생산시
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가공기술의 확보가 불가피한바 기초연구를 통한 가
공기술 습득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도 R&D를 진행하는 한편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이나 주요 생산국인 중국 등과의 기술협력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중국도 2010년부터 가공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연구결과의
공유를 통한 기술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0년 중국의 희토
류 분야에 대한 특허가 1,000여 건에 달해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일
본의 200건을 훨씬 웃돌았다.95)
또한 희토류 관련 기술 확보 외에도 일본처럼 희토류 사용 저감과 대체물
질 개발 등도 집중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R&D를 추진함에 있어 중요
한 것은 필요할 때만 단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
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95) 그러나 이 중 대다수는 저급기술 관련 특허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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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력 양성
현재 한국은 희토류 전문인력도 부족하며, 희토류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
는 전문가 역시 전무하여 기술 습득을 위한 R&D의 추진을 저해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 교육과정 등을 통해 전문인력을 육성해야 하며, 인력 자체를 개
발하는 R&D도 수행되어야 한다.

4) 자원 재활용
희토류 금속자원을 확보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기 위해 자원 재활용
도 필요하다. 한국의 1인당 금속원자재 소비량은 미국의 2.5배, 일본의 1.8
배에 달한다.96) 연간 버려지는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에 함유된 고철, 귀
금속, 희소금속 등 금속자원의 양은 124만 톤으로 경제적 가치만 약 2조
2,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며(2013년 예상), 희토류 등 희소금속의
회수를 통해 연간 920억 원(1만 5,000 톤)의 추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다.97)
이에 산업폐기물로부터 희토류 자원을 최대한 회수 및 재활용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법제화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
자원 재활용과 관련하여 일본의 도시광산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도 있겠으
나, 사실 도시광산은 광산개발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 일본도 적극적으로 추
진하고 있지는 않다.

5) 실효성 있는 정보 구축
2009년 이래 중국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일련의 희토류산업 보호정책으로
시장은 혼란에 빠진 상태다. 향후 국내 희토류 자원순환 흐름을 잘 파악하는

96) 김동환 외(2010).
97) 환경부(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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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국정부와의 자원 채널 공유 등을 통하여 글로벌 수급 예측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6) 전략적 비축 추진
희토류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일본, EU 등 희토류 광산이 없는 주요
소비국들은 희토류 비축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일본은 중국보다 더욱 일찍 희
토류 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10여 년간 중국 희토류를 낮은 가격
에 대량 구입하여 비축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일본 내 희토류 비축량이
약 30년 정도 사용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한다.98) EU도 최근 들어 중국에
대한 희토류 의존도를 줄이고자 희토류를 비축하기 시작하였으며, 유럽 최대
희토류 가공업체인 몰리코프 사일멧과 2011년 9월 희토류 비축에 관한 협의
가 있은 것으로 알려졌다.99)
또한 중국도 2010년부터 희토류의 전략적 비축에 나서, 전 세계 희토류
공급과 가격에 미치는 중국의 영향력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중국의 희토
류 공급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한국은 일본처럼 조기 비축을 추진하여 국내
외 수급 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7) 정부 간 협력 채널 구축
일본의 경우 희토류 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일본의 경제산업성
이 나서서 중국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장관급 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1989
년부터 매년 ‘일중 희토류 교류회’를 실시하였다. 이 교류회를 통해 양국은
희토류 기술 및 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희토류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
하였다. 비록 2007년, 2009년, 2010년에는 중국의 일방적인 불참 통보로 개

98) 그러나 일본 내부적으로는 몇 년 내에 희토류를 수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발표하였다.
99) 매일경제 뉴스속보부(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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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되지 못하였지만, 일본은 이 교류회를 통해 과거 20여 년간 중국으로부터
안정적인 공급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현재 일부 가공기술의 이전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중국이 희토
류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 간 협력 채널 구축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지만 양국 간 기술 공동연구, 기술정보 및 인적자원 교류
등 면에서의 협력은 여전히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나. 기업에 대한 시사점
1) 중국으로의 생산기지 이전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및 이에 따른 가격 급등으로 기업들의 채산성이
악화되는 것은 물론 안정적인 원료 조달도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안정적인
공급선 확보를 위해서는 중국 진출이 최선의 선택이다.
이에 일본기업들이 앞장서서 움직이고 있는데, 일본 전자업체 히타치는 영
구자석의 핵심원료인 네오디뮴의 안정적인 조달을 위해 중국으로의 생산기지
이전을 검토 중이며, 일본 전자부품 및 석유화학업체 쇼와덴코는 희토류 가
격 폭등에 대비해 중국 내 합자기업의 생산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은 2010년 광물자원공사와 포스코차이나가 함께 바오터우에 진출하여
희토류 자성재료를 생산하고 있으며, 2003년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시안에 진
출하여 희토류 형광재, 연마재 및 자성재료를 생산하고 있다. 이 밖에 산업
은행이 2010년 10월 바오터우 시 정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한국의 전자
제품과 자동차 제조업체의 희토류 가공공장 설립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SK도 바오터우 시의 희토류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정부 주도의 업체 간 통합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생산라
인을 중국으로 옮겨 중소기업을 인수한다면 안정적으로 원료를 공급받을 수
있고 경영권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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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희토류 수입선 다변화
일본과 미국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희토류 수입선을 다변화하고자 기업들
도 자체적으로 해외자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본의 스미토모상사의
경우 미국 몰리코프사와 함께 캘리포니아의 마운틴 패스 광산을 재개하는
데 투자하고 희토류 광물 일부를 제공받기로 하였으며, 도요타통상은 인도
오리사 주에서 희토류 생산 및 제련 공장 건설을 예정 중이다. 미국 몰리코
프의 경우 유럽 최대 희토류 생산업체인 사일멧의 지분을 인수하였으며,
GTSO는 몽골의 희토류 수출회사 REE 인수를 협의 중이다. 이에 반해 한
국기업들은 중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의 희토류 자원 확보 행보는 아직
더딘 상황이다.

3) 기술 확보가 관건
앞서 지적하였듯 한국은 현재 희토류 관련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
다. 다른 나라의 희토류 자원개발에 참여하고 독자적인 생산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기업 차원에서도 기술 확보가 불가결하
다. 특히 희토류산업에 대한 외자기업의 진입을 제한하고 있는 중국이 심층
가공과 응용분야의 외국기업 투자를 장려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중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기술력 확보가 우선시돼야 함은 자명한 일이
다. 광물자원공사가 바오터우 시 진출이 가능했던 것도 2010년 중국에서 벽
걸이용 플라스마 디스플레이 패널(PDP)과 발광다이오드(LED) 등에 적용할
수 있는 고성능 형광체 합성기술 특허를 얻은 것과 무관하지 않다. 기술 확
보를 위해 R&D를 수행하고 전문인력을 육성하며, 기술력을 보유한 외국 기
업과의 협력체제도 적극 구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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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녹색산업 분야 협력 강화
그동안 중국은 일본을 비롯한 외자기업의 유치를 통해 일부 가공기술의
이전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최근에 와서는 희토류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
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희토류 관련 첨단 가공 및 응용 기술을 보유한
대기업이 아니면 중국 희토류산업에 진출하기는 쉽지 않다. 이에 대한 한 가
지 대안으로는 양국이 모두 중점 육성하고 있는 녹색산업 분야의 협력을 강
화하는 것이다. 희토류가 필수 소재인 녹색산업은 양국의 전략적 신산업으로
정책적인 면에서 많은 부분 겹쳐 향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지만 그만큼 협
력의 여지도 크다. 한국이 중국에 비해 기술력을 갖고 있는 풍력발전기 부품
이나 태양광 제품 생산장비, 리튬이온 2차전지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
는 것으로 우회적으로 희토류산업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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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The Analysis on the Strategic Protection of
China’s Rare Earth Resources and
its Implications

Furong Jin and Jonghyuk Oh

While the demand on rare earth resources called ‘the vitamin of
industry’ as they are used in various sophisticated and green industries is
expected to be on the rise in the future as new growth-driving industries will
expand, a war on them is getting more fierce since they are really rare all
over the world.
While China, the world’s largest rare earth resources-producing country,
represents 97% of the total production in the world, it has failed to fully
control them in a unified way, causing excessive development and disorderly
competition, severely destroying natural environments in their producing areas,
and having no voice in deciding their prices in the global markets due to
stiff export competition among domestic companies.
So, the Chinese government has continued to unveil stronger restriction
policies like recently limiting their exports in an attempt to have a voice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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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lobal price of rare earth resources by effectively controlling them. In
response, major consumers like Japan and the United States lose no time in
taking proper measures.
This research predicted the future of the rare earth resources industry by
analyzing China’s tightened restriction policies for its domestic industry, the
responses of Korea and other major countries consuming them, and private
companies’ cases and drew what implications they could have on South
Korea. In order to do so, we took a simple close at first of all the
characteristics, kinds, and usage of rare earth resources along with their
industries as a whole from Introduction to the Second Chapter. In the Third
Chapter, we dealt with what is going on in the rare earth resources industries
across the world, the volume of their reserves and production, their demand
and supply, and their prices. In the Fourth Chapter, we examined the current
situations of China’s rare earth resources industries and tightened restriction
policies. These restrictions include restructuring, restrictions on production and
export, strengthened entry standards, and environment restrictions. In the Fifth
Chapter, we looked at the measures of Japan, America, and Korea in
response to China’s strategic policies. In case of Japan with no rare earth
resources, the Japanese government was pushing hard for securing overseas
resources, recycling, and developing alternatives, but the United States, which
has domestic rare earth resources, focused more time and energy on
developing its local resources. In addition, America along with Mexico filed a
suit to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against China’s restrictions on exporting
them and is making positive efforts to diversify its import lines through
M&A, bring up related experts, and step up technology cooperation. While
the Korean government has taken a variety of steps such as the exploration
of domestic resources, the development of overseas resources, the stepping-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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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R&D and global cooperation, the expansion of reserves, and the recycled
use, it is still slow in working with other countries and has not yet to secure
processed technology indispensible to producing those resources. That is why
a number of short and long-term efforts should be made. The Sixth Chapter
handles private companies’ cases. As for Korea, this research analyzed the
case of POSCO, which advance into Baotou in the autonomous province of
Neimemggu and the case of Korea Resources Corporation, which make
investments in Xian in the province of Shaanxi, and for China, this research
analyzed the cases of the two powerful companies, Baogang Rare Earth in
the north and Wukuang Rare Earth in the south. Lastly, we made a
conclusion based on those analyses and drew the implications it could have
on the Korean government and companies.
The implications for the Korean government this research has drawn are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prepare for rapidly changing conditions in the
world’s rare earth resources markets and satisfy increasing demand at home,
Korea should strategically select one or two nations and develop overseas
resources as it needs to secure mines. Second, Korea, which is lacking in not
only top-class processing technology capable of producing a high value
products but technology related to refining and separation fields, should carry
out research and developments at home while solidifying international
technology cooperation. Third, Korea, which doesn’t have sufficient experts on
rare earth resources and any specialists who could bring up those experts,
should educate expert manpower through the education course for experts
which must be backed up by the R&D designed to develop manpower.
Fourth, a resource recycling is needed for reducing green house gas emissions
as well as securing rare earth metal resources. Fifth, while Korea should
build up an effective information network and fully grasp the cycle of rare

98│ 중국의 희토류산업 규제 강화에 따른 영향과 시사점

earth resources at home, it needs to secure information on the prediction of
global supply and demand in the world. Sixth, as completion for global rare
earth resources is getting more severe, Korea should cope positively with
changes in supply and demand at home and abroad by pushing ahead with
strategic reserves. Seventh, Korea should build up cooperation channels among
governments.
As far as private companies are concerned, they need to move their
production bases to China in order to secure stable supply lines and at the
same time they should diversify their import lines. In addition, technology
does really matter, so it is self-evident that they should do everything in their
power to secure technology given in particular that China, which limits the
entry of foreign investment companies for the rare earth resources industry, is
encouraging non-Chinese companies to invest in in-depth process and applied
fields. Besides, it could be another strategy to circuitously advance into
China’s rare earth resources industry by means of stepping up cooperation in
the field of green industries with China. The two nations will be able to
have a lot of room for cooperation since those resources are an integral
material of the green industries and Korea and China are positively growing
them as a new industry in a strategic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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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민간부문개발 지원 현황과 한국의 추진과제 /
정지선ㆍ이주영
ODA 기초연구 11-01

11-10

G20 개발의제와 한국의 국제개발 협력 /
김종일ㆍ김낙년ㆍ황원규ㆍ윤미경
ODA 기초연구 11-02

11-11
11-12

무역과 개발의 주요 이슈와 정책 시사점 / 강인수ㆍ송유철ㆍ유진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한ㆍ중ㆍ일 사무국의 역할과 과제 /
정형곤ㆍ방호경
ODA 기초연구 11-03

11-13

주요국 무역분야 원조의 정책체계와 한국의 정책방향 /
한홍렬ㆍ이호생ㆍ이시욱

KIEP 설립 이후 현재까지의 모든 발간자료 원문은 홈페이지(http://www.kiep.go.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ODA 기초연구 11-04

11-14

ODA 분야에서의 민관 협력 발전방향 모색: 기업의 해외 사회공헌을
중심으로 / 노한균
ODA 기초연구 11-05

11-15

국제개발협력 인력양성 체계 구축 방안 / 김철희

11-16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특구 비교 분석과 시사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을 중심으로 / 조영관

11-17

한·중·일 3국의 대캄보디아 개발협력 비교연구 /
이창재ㆍ정재완ㆍ방호경

11-18

한국 중소 제조업체의 중국 장쑤성 진출사례와 시사점 /
노수연ㆍ곽주영

11-19

주요국의 FTA 환경협정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
김정곤ㆍ금혜윤

11-20

북한의 대외경제 10년평가(2001~10년) /
홍익표ㆍ이종운ㆍ김지연ㆍ양문수ㆍ이찬우ㆍ임수호ㆍ방호경

11-21

미국의 중소기업 수출확대정책 및 시사점 / 고희채ㆍ이보람ㆍ오민아

11-22

중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현황과 시사점 / 박월라ㆍ최의현

11-23

중국의 희토류산업 규제 강화에 따른 영향과 시사점 /
김부용ㆍ오종혁

11-24

중국 광둥(廣東)성 수출가공기업의 내수시장 진출 현황 및 시사점 /
정지현·이혁구

11-25

중국 산둥성 투자환경 분석: 르자오, 웨이팡, 둥잉, 빈저우를
중심으로 / 이상훈

11-26

중국 중부지역의 생산기지 활용가능성 연구 / 정지현
전략지역심층연구 11-01

11-27

인도 경제개혁 20년의 평가와 전망 / 김찬완ㆍ임정성ㆍ손승호
전략지역심층연구 11-02

11-28

남아시아 3개국 투자매력도 분석과 진출 방안 / 이순철ㆍ이영일
전략지역심층연구 11-03

11-29

한·인도 양국에서의 국가 이미지 /
조충제ㆍ은기수ㆍ박 건ㆍ장원봉ㆍ유성용ㆍ정혜원

전략지역심층연구 11-04

11-30

한ㆍ인도 그린에너지 산업 협력방안 / 김현제ㆍ조상민ㆍ박찬국
전략지역심층연구 11-05

11-31

한·인도 금융산업 협력 확대방안: 은행, 증권, 보험 /
이 웅ㆍ최호상ㆍ정무섭ㆍ서대교
전략지역심층연구 11-06

11-32

ASEAN의 의사결정 구조와 방식 /
강대창ㆍ박나리ㆍ유현석ㆍ김형종ㆍ이동윤
전략지역심층연구 11-07

11-33

동남아시아의 최근 정치·외교에 대한 전략적 평가: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중심으로 /
조흥국ㆍ윤진표ㆍ이한우ㆍ최경희ㆍ김동엽
전략지역심층연구 11-08

11-34

메콩지역 개발 전략: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
김태윤ㆍ신민금ㆍ김홍구ㆍ조영희ㆍ이요한
전략지역심층연구 11-09

11-35

동남아시아 이슬람 경제의 이해 :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 강대창ㆍ박나리ㆍ김형준ㆍ홍석준ㆍ원순구ㆍ손승호
전략지역심층연구 11-10

11-36

미얀마의 사회경제개발과 한국의 개발협력 구상 /
이호생ㆍ강인수ㆍ송유철ㆍ한홍렬
전략지역심층연구 11-11

11-37

미얀마 사회문화·정치와 발전잠재력 /
오윤아ㆍ강대창ㆍ김유미ㆍ박나리ㆍ장준영ㆍ최재현ㆍ우꼬레
전략지역심층연구 11-12

11-38

포스트소비에트 20년 중앙아시아의 미래: 통합 가능성과 균열
요인 연구 / 이재영ㆍ김석환ㆍ정세진ㆍ박정호ㆍ박병인ㆍ나희승
전략지역심층연구 11-13

11-39

한ㆍ중앙아시아 인적지원의 교류현황과 활성화 방안 /
윤성학ㆍ김안국ㆍ김영진ㆍ김일겸ㆍ성동기ㆍ홍미희ㆍ이시영
전략지역심층연구 11-14

11-40

중앙아시아 외국인 투자의 특징과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
조영관ㆍ주진홍ㆍ강명구ㆍ김영식ㆍ오영일ㆍ이상준

전략지역심층연구 11-15

11-41

몽골 광물자원 개발 현황과 한국의 진출 방안 /
이재영ㆍ이시영ㆍ이평래ㆍ윤익중ㆍAvirmed S.
전략지역심층연구 11-16

11-42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Ⅰ
인도
전략지역심층연구 11-17

11-43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Ⅱ
동남아시아 1
전략지역심층연구 11-18

11-44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Ⅲ
동남아시아 2
전략지역심층연구 11-19

11-45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Ⅳ
중앙아시아 1
전략지역심층연구 11-20

11-46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Ⅴ
중앙아시아 2
전략지역심층연구 11-21

11-47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Ⅵ
몽골, 터키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38

11-48

브라질의‘파워외교’와 한국에의 시사점 / 김원호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39

11-49

중남미의 기술지도와 한-중남미 기술협력전략 / 김종섭⋅박민경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40

11-50

중동 민주화의 대내외 정치역학 / 서정민ㆍ인남식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41

11-51

중동지역 한국학 관련 고문헌 및 역사 어문자료 기초 조사 / 이희수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23

11-52

한ㆍ인도 기업의 양국 인력 활용 실태 및 적극적 활용 방안 연구 /
허재준ㆍ염지환ㆍ김봉훈ㆍ이건준ㆍ김상식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24

11-53

과테말라 자원ㆍ에너지회수를 위한 유기성폐기물의 수거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 / 정우현ㆍ추장민ㆍ한동훈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25

11-54

중동ㆍ북아프리카와의 수산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 알제리ㆍ
튀니지ㆍ리비아를 중심으로 / 홍현표ㆍ장홍석ㆍ안재현ㆍ한덕훈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26

11-55

아시아 대도시권의 대중교통중심개발(TOD) 효과분석 및 종합편익
산정에 관한 연구: 서울, 방콕, 마닐라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
박지형ㆍ성현곤ㆍ황보희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27

11-56

중남미진출 한국기업의 사회적 공헌(CSR) 제고 방안 연구 /
오삼교ㆍ이남섭ㆍ최윤국ㆍ홍욱헌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28

11-57

한국 체류 중남미인 실태 조사 및 활용방안 연구 /
김창민⋅주종택⋅최진숙⋅강정원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29

11-58

3개국(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자원개발 관련법 비교 연구 /
정경원⋅조희문⋅문남권⋅유동재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30

11-59

중남미 인구변동 연구 / 박윤주⋅임상래⋅이상현⋅조영태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31

11-60

브라질의 중앙과 지방정부 조직구조 및 기능 연구 /
김영철⋅임두빈⋅김우성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32

11-61

베네수엘라 오일샌드에 대한 한국의 진출방안 연구 /
조성권⋅주미영⋅박상현⋅하상섭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33

11-62

최근 MENA 지역의 정세변화에 따른 투자환경 변화 및 대응방안 /
문정인ㆍ이광열ㆍ고아름ㆍ김현규ㆍ김진영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34

11-63 한국과 중동ㆍ북아프리카의 신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방안 /
조홍식ㆍ신동찬ㆍ이유봉ㆍ황형준ㆍ조정익ㆍ정대원ㆍ강형석ㆍ김 인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35

11-64

이슬람 금융: 이론과 현실 및 활용 방안 / 이충열ㆍ이영수ㆍ제상영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36

11-65

북아프리카지역에서의 부족 집단 간 갈등 양상에 관한 기초 연구:
마그레브지역의 베르베르족을 중심으로 / 김정숙ㆍ김양주ㆍ임기대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37

11-66

주요 중동국가들의 정치권력 구조 연구 /
황병하ㆍ김강석ㆍ김선하ㆍ김화선ㆍ최지원

￭ 2010년

10-01

한ㆍ터키 FTA와 경제협력 증진방안 / 정 철ㆍ성한경ㆍ이철원ㆍ오태현

10-02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농업 정책과 한ㆍ중앙아시아 농업 협력 확대 방안: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을 중심으로 / 조영관ㆍ이시영

10-03

최근 WTO 회원국들의 TBT 동향과 정책시사점 / 장용준ㆍ남호선

10-04

신아시아 시대의 한국과 몽골의 전략적 협력방안 /
이재영ㆍ이시영ㆍ두게르 간바타르

10-05

중앙아시아 플랜트시장의 특징과 한국의 참여방안: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중심으로 / 윤성학

10-06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인도네시아의 정치ㆍ경제 상황과 향후 전망 /
손기태ㆍ백유진ㆍ김민희

10-07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 논의동향 및
쟁점 분석 / 정지원ㆍ박수경

10-08

아프리카 바이오에너지 개발 잠재력 및 발전 전망 / 박영호ㆍ허윤선

10-09

고용중심형 녹색원조의 주요 사례와 시사점 / 한바란ㆍ김민희

10-10

중국의 대외원조정책과 추진체제 / 권 율ㆍ박수경

10-11

아프리카 주요국 경제 현황 및 중점 협력분야:
가나 ㆍ 콩고(DRC) ㆍ 남아공 ㆍ 에티오피아 / 박영호ㆍ김민희ㆍ전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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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녹색산업의 부상, 특히 2010년 9월 중국과 일본의 희토류 분쟁 이후 희토류의 중요성이 부각
되면서 전 세계는 희토류 전쟁에 빠졌다. 세계 최대의 희토류 생산국인 중국이 최근 들어 희토류 수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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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하는 등 희토류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하자 일본, 미국 등 주요 소비국들은 대응책 마련에
서두르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희토류산업 현황과 규제강화정책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주요국의 대응을 분석하였으며, 한국기업 및 중국 로컬기업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 정부와
기업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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