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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희토자원국에서 희토강국으로 변화중인 중국

중국은 세계 최대의 희토자원국·생산국·소비국으로 위상을 굳힘

○ 중국은 글로벌 희토매장량의 36%를 보유한 희토자원국으로, 전 세계에 약 

80%의 희토제품을 공급함

      ※ 2017년 글로벌 희토자원 매장량은 1.6억톤이상

                       이미지출처: 中国产业发展研究网, “2018年中国稀土行业发展走势分析”（2018.9.3）

○ 중국은 다양한 종류의 희토제품을 대량 공급하는 희토 생산국으로, 전 세계 

희토시장에서 지배적이고 독점적인 입지 확보

- (희토광제품) 2018년 중국의 희토광(REO) 생산량은 16만톤으로, 전 세계 

희토광 공급량 20만2,200톤의 79.1% 비중을 차지함

- (희토제련분리) 2018년 희토 제련분리 생산량은 10만톤에서 11.5만톤으로 

약 15% 증가하였음

○ 2018년 글로벌 희토 수요량은 약 12~14만톤이며, 중국은 여전히 희토 소비

대국으로 전 세계 희토소비량의 60% 이상 차지

- 하지만 2018년에 희토수입물량이 수출량을 훨씬 넘어서서 중국은 처음으로 

희토자원제품 수입대국이 되었음

       ※ 2018년 중국의 희토수출량은 5만3,031.4톤으로 동기대비 3.6% 소폭 증가한 반면, 희토수입량

은 9.84만톤으로 동기대비 99.1% 대폭 증가(희토정광과 혼합탄산희토가 약 60%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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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토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희토산업발전규획을 제정하고 기업 통폐합 
및 희토산업질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 중

○ 공업정보화부에서 중국 희토산업 발전규획(2016~2020년)을 발표(2016.10)

하여 희토자원보호 강화, 희토채굴 및 생산 질서 규범화에 나섬

- 12개 부처에서 「희토산업의 질서 정돈 지속적 강화 관련 통지」를 발표하고 

희토광 불법채굴 및 희토광제품 불법가공 단속강화, 채굴·생산·유통·수출입 

질서 규범화에 나섬(2018.12.10.)

○ 중국 전역의 22개 희토광산과 54개 제련분리기업에 대한 통폐합을 거쳐 

2016년말까지 6대 희토그룹의 구도를 갖춤

- 6대 희토그룹: 중국우쾅그룹, 중국알루미늄그룹, 북방희토그룹, 샤먼텅스텐

그룹, 남방희토그룹, 광둥희토그룹

중국의 희토분야의 변화 및 현황을 살펴보고 한·중 희토기술협력의 시사점을 도출
해보고자 함

KO
STEC   

  K
O

STEC   
  K

O
STEC



중국의 희토 기술 관련 동향과 시사점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  3

Ⅱ 중국 희토산업의 형성 및 발전과정

중국은 50년대후반부터 희토자원에 대한 개발 및 활용을 시작하여, 현재 원광→
채광·선광→분리추출→기능성재료에 이르는 완비된 희토산업사슬을 갖추었음

1. 희토제품의 출현 및 보급 응용(1959년~1985년)

○ 1959년, 바오강희토(包鋼稀土) 시험공장에서 처음으로 희토실리콘철합금 양산화

에 성공하여 중국은 희토제품 자체 생산능력 확보

○ H205 특효 부유선별시약의 산업화 응용을 통한 바이윈오버(白云鄂博) 희토

선광기술 확보 및 다양한 등급의 희토정광제품 생산 수요 충족

○ 북경대학 쉬광센(徐光宪) 원사가 개발한 희토 캐시케이드이론의 산업화 응용

으로 희토추출분리기술을 국제선두수준으로 끌어올림

○ 희토제품이 주철제련, 비철금속, 유리세라믹, 플라스틱, 석유화공, 섬유방직 

등 다양한 분야에 보급 응용되면서 희토산업의 형성을 위한 기반마련

KO
STEC   

  K
O

STEC   
  K

O
STEC



2019. 5.  Vol. 5

4  

2. 희토산업의 형성(1986년~1999년)

희토광제품 가공

○ 바이윈오버의 풍부한 희토자원을 중심으로 바오강희토그룹은 희토정광분말

과 산화물제품 등 다양한 희토제품의 대량 생산능력 확보

○ 1997년, 희토산업의 첫 상장기업인 “희토하이텍(稀土高科)”기업이 상하이 

증권거래소에 상장

- 바이윈오버희토광은 중국 나아가 글로벌 최고 경쟁력을 지닌 희토원료공급

기지로 두각 과시

단일 산화물과 각종 염화물제품 제조

○ 1997년, 내몽고 희토하이텍은 연간 3,000톤 규모의 바이윈오버 희토산화물

분리공정 착공

○ 2002년 3월, 바오터우시 징루이(京瑞)신소재업체 설립

- 주요 생산품목은 형광체용 유로퓸산화물, 테르븀산화물, 디스프로슘산화물

이며, 그중 유로퓸산화물은 100톤의 생산능력을 갖춤

희토 단일 금속 및 합금 제조

○ 1997~2001년, 1만Å 용융염전해 핵심기술 및 패키지설비 연구제작 완료

○ 2002년 바오터우 루이신(瑞鑫)희토금속재료업체 설립

- 바이윈오버 자원을 활용해 연간 8천톤 규모의 단일희토금속 생산능력 확보

희토기능성재료 

○ 1990년, 바오터우희토연구원, 난카이대학, 톈진시 제18연구소가 협력하여 

니켈수소전지 연구 공동 수행 및 광둥성 중산(中山)개발구에 희토수소저장합금 

파일럿라인 구축

- 1993년에 중산개발구와 바오강그룹은 중산텐아오업체(中山天驕公司) 공동 

설립 및 희토 수소저장합금 생산 착수

○ 1984년, 제13연구소에서 바오터우희토연구원이 개발한 2:17 사마륨코발트재료

를 활용해 항공내비게이션용 마이크로모터에 장착하여 성능을 15~20%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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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술을 기반으로, 2000년에 “바오터우시 멍시(蒙稀)마그네틱”업체 설립

○ 1987년, 바오터우희토연구원에 최초 연간 40톤규모의 NdFeB자석생산라인 구축

- 이를 토대로 2009년에 “바오강희토자성재료”업체 설립, 연간 1만톤규모 도달

○ 1995년, 세계 최대의 희토연마재기업 바오터우 텐아오칭메이(天驕淸美)희토

연마재업체 설립

- 바이윈오버자원을 활용해 연간 약 5천톤 규모의 희토연마재 생산능력 확보

○ 1974년, 네덜란드 필립스사에서 램프용 3색 형광체 개발에 성공한 이후, 희

토형광체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

- 중국의 형광체 생산능력은 1982년의 1.2톤에서 2010년의 8천톤으로 급증

3. 희토산업의 고속성장(2000년~2010년)

중국경제의 고속성장 및 희토 하부산업 수요 급증으로 NdFeB산업을 대표로 하는 
희토신소재산업의 빠른 발전은 희토산업 전반의 비약적인 발전 선도

○ 중국은 NdFeB자석의 세계 최대 생산국이자 최대의 소비시장으로 급부상

- 이와 동시에 세계 각국의 NdFeB자석 산업, 예를 들어 전자산업, 의료설비

(MRI)산업도 중국으로 빠르게 이전

- 중국의 전기자동차, 광전자 및 기타 희토영구자석응용산업도(예, 패키징, 악

세사리 등) 빠른 발전 양상 갖춤

○ 희토응용분야가 지속적으로 확장되면서 응용산업규모가 한층 더 확대됨

- 희토는 야금, 유리, 세라믹, 석유화공, 방직섬유 등 전통분야 이외에, 신소재, 

신에너지와 환경 등 산업에서도 지속적인 응용확대 추세

- 희토자석, 촉매재료 생산량의 연평균 증가폭은 15% 이상이며, 희토자석, 

형광체, 수소저장재료 등 기능성재료 생산량은 글로벌 전체의 70% 이상 차지

- 중국은 자동차 배기가스 촉매제 및 부품, 희토 탈질촉매제, 고급희토레이저

결정체, 섬광결정체, 초고순도 희토금속 및 화합물과 고성능 희토합금 등 

핵심제조기술 확보를 통해 희토신소재 활용을 한층 더 확대

○ 희토산업 집중도가 대폭 제고, 희토분리추출기업을 99개에서 59개로 통폐합, 

분리추출능력을 40만톤에서 30만톤으로 축소하여, 궁극적으로 6대 희토그룹

이 시장을 주도하는 구도를 갖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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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토제품 구조가 한층 최적화되고 자원채굴, 분리추출과 초급제품가공 위주의 

산업구조는 중고급재료와 응용제품 위주로 전향

- 80% 이상의 희토제품이 영구자석, 촉매제, 수소저장재, 형광체, 연마재 등 

기능성 재료의 제조에 활용되었음

4. 희토산업의 정리정돈(2011년~현재)

희토가격의 폭증으로 불법채굴 유발, 하부사슬의 희토응용이 억제되는 등 희토산업
발전 전반에 불리한 영향을 끼쳤음

○ 2011년 5월 국무원은 「희토산업의 지속적인 건전한 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

(國發[2011] 12호) 발표

- 공업정보화부, 국토자원부, 환경보호부 등 국무원 관계부처에서 희토채굴, 

생산관리방법, 환경보호 및 산업비준진입 등 정책 조치 잇달아 출범

○ 2012년 4월 8일, 중국희토산업협회가 설립되어 희토산업의 건전한 발전 촉진

- 중국정부는 국가희토전략비축, 희토대기업그룹 설립, 희토산업 불법행위단속

강화, 희토광제품 및 제련분리제품 판매과정의 희토부가세 전용영수증 발행 

등 다양한 정리정돈정책 시행

- 국가차원에서 정책조치를 마련해 희토산업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였으나 

희토원료공급과잉, 산업집중도 저하, 유럽채무위기 및 경제성장둔화 등의 영향을 

받아 희토산업발전부진 지속

○ 2015년에 희토수출쿼터철회, 관세조정 및 국내외시장경기부진 등에 대응해 

공업정부화부를 포함한 관계부처는 희토자원세 개혁, 대그룹설립 가속화, 불법

행위단속강화, 하부응용산업발전 및 희유금속입법 등을 단행

○ 2016년, 「희토산업발전규획(2016~2020년)」을 제정해 “13.5”기간 희토산업 

발전방향 확정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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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희토 산업발전정책

1. 공업정보화부, “중국 희토산업발전규획(2016~2020년)” 발표(2016.10)

정부차원에서 희토산업발전을 과학적으로 지도하고 산업을 전반적으로 높은 차원
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본 “규획”을 수립함

○ 본 “규획”에서는 “13.5”기간 희토산업발전 관련 6대 핵심과제를 확정하였음

 자원 및 생태보호 강화, 지속가능한 발전 촉진

 혁신체계 및 능력육성 지원, 산업의 신성장동력 육성

 집약화 및 첨단화 발전 추진, 최적화 구조조정 

 그린화 및 스마트화 체제전환 촉진, 순환경제 구축

 해외자원이용 촉진, 국제협력 강화 

 신규 가치사슬 구축, 윈윈 실현 

[표 1] "13.5"기간 희토산업발전 주요 목표

지표 2015년 실제 2020년 목표 “13.5”누계증감

1. 경제지표

산업부가가치 연간 증가폭(%) 12.5 16.5 —
산업수익률(%) 5.8 12 [6.2]

중점기업 R&D비용 투입집중도(%) 3 5 [2]

2. 생산지표

분리추출생산능력(만톤) 30 20 [-10]

희토분리추출 제품 생산량(만톤) 10 < 14 [<4]

경희토광 선광회수율(%) 75 80 [5]

이온형 희토광 채광선광 종합회수율(%) 75 85 [10]

경희토분리추출 회수율（%） 90 92 [2]

이온형 희토 분리추출 회수율（%） 94 96 [2]

정보화·산업화 융합 표준기업 차지비중%） 30 90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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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miit.gov.cn/newweb/n1146295/n1652858/n1652930/n3757017/c5287765/content.html

2. 공업정부화부 등 관계부처에서 희토 관련 산업정책 공동 제정 및 출범

2018년에 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 등 관계부처에서 희토산업촉진정책을 
공동 제정 및 출범해 희토산업질서 단속을 지속적 강화

○ 「희토광산, 분리추출기업 정기 공개제도 수립에 관한 통지」 발표(2018.9.25)

- 매년 1/4분기에 희토광산, 분리추출기업 현황을 사회에 공개할 것을 요구

○ 12개 부처, 「희토산업의 질서 정돈 지속적 강화 관련 통지」발표(2018.12.10.)

- 희토광 불법채굴 및 희토광제품 불법가공 단속강화, 채굴·생산·유통·수출입 

질서 규범화

○ 자연자원부, 「희토광·텅스텐광 탐광권·채광권 심사관리 규범화 통지」 발표(2018.12.14.)

- 희토광과 텅스텐광의 탐사·채굴 심사관리 강화 및 규범화

○ 국가발개위, 「시장진입 네거티브 리스트(2018년 버전)」 발표(2018.12.21.)

- 산업발전요구에 미달하는 희토광산개발프로젝트 도태 및 희토 채굴·선광·분리·

추출 프로젝트 규제 조치

중미무역분쟁으로 글로벌 희토자원 제품공급구조에 변화 조짐이 나타남

○ 중국정부는 앞서 2018년 6월 「외국인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2018년 버전)」에

서 자원 분야에서 희토 분리추출 외국인 합자·합작 규제를 취소하기로 결정

○ 올해 3월 15일에 폐막된 양회에서 “외국인투자법”이 통과되어 희토자원을 

포함한 희토분야의 투자가 주목받으면서 제품공급구조에 변화 조짐을 보임

지표 2015년 실제 2020년 목표 “13.5”누계증감

3. 녹색발전지표

전체산업 주요 오염물 배출강도 저감

(이산화유황, 암모늄, 질소, 폐수 등 %)
— — [20]

에너지소모기준도달 기업 차지비중(%) 40 90 [50]

4. 응용산업발전지표

첨단희토기능성소재 및 부품 시장점유율(%) 25 50 [25]

수출제품 초급 원자재 차지비중(%) 57 30 [-27]

비고：[    ]안의 수치는 5년 누계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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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9년 제1차 희토채굴, 제련분리 총량통제계획” 발표

공업정보화부와 자연자원부는 6대 중국희토그룹에 2019년도 제1차 희토채굴 및 
제련분리 통제계획을 확정하여 다음과 같이 전달(‘19.3.15)

○ 희토는 국가에서 엄격히 총량통제관리하는 채굴·제련분리 제품으로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이든지 계획없이 생산하거나 혹은 과잉생산하는 것을 엄금함

- 2019년도 제1차 희토채굴·제련분리 총량통제계획은 2018년도 지표의 50%

인 각각 6만톤, 5만7,500톤이며, 제2차 계획은 시장수요와 각 희토그룹의 

집행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9년 6월말에 전달할 예정

[표 2] 2019년 제1차 희토채굴·제련분리 총량통제 계획표(REO, 톤)

출처: http://www.cinn.cn/headline/201903/t20190315_208731.html

순
서

6대 희토그룹
광제품

제련분리제품혼합형 희토
(경희토)

이온형 희토
(중중희토)

1
중국희유희토주식유한공사 5925 1250 9690

그중, 중국강철연구과기그룹유한공사 1800   500

2 우쾅희토그룹유한공사   1005 2829

3 중국북방희토(그룹)하이테크주식유한공사 34625   29741

4 샤먼텅스텐주식유한공사   1720 1982

5
중국남방희토그룹유한공사 9875 4250 7956

그중, 쓰촨강동희토주식기업 9875   4160

6
광동성희토산업그룹유한공사   1350 5302

그중, 중국유색금속건설주식유한공사     1805

합계 60000 57500

KO
STEC   

  K
O

STEC   
  K

O
STEC



2019. 5.  Vol. 5

10  

Ⅳ 희토분야 연구개발 현황

1. 희토 학술논문

 “희토” 키워드로 중국의 CNKI1)에 수록된 희토분야 학술논문을 검색한 결과

○ 2019년 4월 1일기준, 기록된 희토분야 학술논문은 도합 4만3,645편이 발표

- 그중 희토원소, 희토이온, 촉매제, 형광체 관련 수록논문은 각각 1,585편, 

645편, 441편, 329편인 것으로 나타났음

- 희토분야 수록논문 발표량별로 상위 20위 연구기관은 다음과 같음

[표 3] 희토분야 학술논문 발표량별 상위 20위 연구기관

  출처: www.cnki.net 검색결과에 근거해 자체작성

1) CNKI: 중국 지식네트워크(中國知網, National Knowledge Infrastructure)의 검색사이트로, 중국교육부, 과기부와 
칭화대학이 1996년부터 협력하여 구축한 중국내 가장 권위적인 학술논문 사이트임

기관명 발표량
순
위

기관명 발표량

1 중국과학원장춘응용화학연구소 531 11 란저우대학 265

2 내몽고과기대학 409 12 내몽고대학 259

3 동북대학 379 13 내몽고바오터우희토연구원 240

4 북경과기대학 345 14 저장대학 235

5 북경대학 325 15 쑤저우대학 190

6 강서이공대학 317 16 칭화대학 178

7 중남대학 300 17 내몽고공업대학 178

8 하얼빈공업대학 298 18 쓰촨대학 177

9 남창대학 295 19 중산대학 173

10 길림대학 281 20 북경공업대학 169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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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토분야 수록논문 발표량별로 상위 20위 연구자와 소속기관은 다음과 같음

[표 4] 희토분야 학술논문 발표량별 상위 20위 연구자

  출처: www.cnki.net 검색결과에 근거해 자체작성

2. 희토 발명특허

「글로벌 희토신소재산업 특허분석 보고서」에서 발표한 희토산업의 글로벌 특허분포
현황에 대한 분석결과

○ 중국의 희토분야 발명특허는 8만3,820건으로 전 세계의 15%를 차지하였고, 

세계 3위인 것으로 나타났음

       ※ 일본과 미국이 각각 9만4,482건(17%), 8만7,165건(16%)으로 세계 1위와 2위를 차지하였고, 
한국과 독일이 각각 2만2,845건(4%), 2만2,740건으로 각각 세계 4위와 5위 차지

○ 희토분야 발명특허를 분석해보면 중국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일본, 미국

보다 뒤처져 있음

○ 그림으로부터 일본, 미국, 중국, 한국, 독일 5개 국가의 희토관련 특허는 31만

1,052건으로 전 세계의 약 56%를 차지함

순
위

연구
자

소속기관
발표
량

순
위

연구
자

소속기관
발표
량

1 涂铭旌 쓰촨대학 50 11 李永绣 남창대학 32

2 倪嘉缵 장춘응용화학연구소 49 12 吴瑾光 북경대학 32

3 黄小卫 북경유색금속연구총원 41 13 徐光宪 북경대학 32

4 严纯华 북경대학 40 14 谭民裕 란저우대학 32

5 李梅 내몽고과기대학 37 15 苏锵 장춘응용화학연구소 31

6 任慧平 내몽고과기대학 35 16 林勤 북경과기대학 31

7 周美玲 북경공업대학 35 17 邱关明 내몽고과기대학 30

8 聂祚仁 중남공업대학 35 18 沈琪 쑤저우대학 29

9 杨汝栋 란저우대학 35 19 杨燕生 중산대학 29

10 涂赣峰 동북대학 33 20 张洪杰 장춘응용화학연구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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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상위 3위 희토 발명특허 보유기관은 중국석유화공주식유한공사, 해양王
조명과기주식유한공사, 저장대학이며 출원량은 각각 1,601건, 893건, 580건임

특허데이터베이스인 더웬트(Derwent)를 활용해 전 세계의 희토추출분리기술 관련 
발명특허에 대한 분석결과

○ 검색된 희토추출분리 특허기술을 보유한 전 세계의 상위 20위 연구기관과 

발표량은 다음과 같음

[표 5] 희토추출분리기술 발명특허 상위 20위 연구기관

  출처: 馮雪嬌, 崔紅敏 등, “稀土提取與分離技術專利分析”(2018.8, 江西科學 제4기)

순
위 기관명 국

가
특허
량

순
위 기관명 국

가
특허
량

1 강서이공대학 중국 62 11 북경과기대학 중국 31

2 스미토모메탈광업 일본 59 12 동북대학 중국 30

3 미쓰비시재료 일본 55 13 信越화학 중국 28

4 중국희유희토주식유한공사 중국 52 14 내몽고과기대학 중국 28

5 북경유색금속연구총원 중국 50 15 간저우恒源과기유한공사 중국 21

6 히타치 일본 50 16 일본산업기술종합연구소 일본 20

7 바오터우희토연구원 중국 38 17 중국恩菲공정기술유한공사 중국 18

8 Rhodia 프랑스 36 18 장춘응용화학연구소 중국 17

9 일본광업금속 일본 34 19 남창대학 중국 17

10 남창항공대학 중국 34 20 일본원자력기구 일본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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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도표로부터 전 세계 희토추출분리 특허기술은 중국의 연구기관과 기업이 과반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다음은 일본임을 알 수 있음

○ 중국의 희토추출분리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앞서 있으며, 희토광 종류에 따라 

주로 바오터우혼합형희토광 3세대 산법분리공정기술과 이온흡착형광 분리공정

기술 등 양대 핵심기술을 보유

- 그중, 바오터우혼합형희토광 3세대 산법분리공정기술은 북경대학, 바오터우

희토연구원, 북경유색금속연구총원 및 장춘응용화학연구소 등에서 확보

- 이온흡착형희토광 분리공정기술은 남방지역의 강서이공대학, 남창대학과 일부 

연구소에서 확보함

○ 희토기업이 보유한 희토분리추출 특허기술영역별 분석결과를 다음의 도표에 

정리하였음

- 중국의 희토기업들은 전부다 분리공정, 희토회수처리에 주목하며, 반면에 

추출공정, 분리장치나 폐수처리에 대한 연구개발이 적으며, 보유기술이 단일

한 것으로 분석됨

[표 6] 중국의 희토추출분리 특허기술 분포도

  
출처: 馮雪嬌, 崔紅敏 등, “稀土提取與分離技術專利分析”(2018.8, 江西科學 제4기)

순
위

특허기술 보유기관/기업
주요 기술영역

분리공정 추출공법 희토회수 분리장치 폐수처리

1 중국희유희토주식유한공사 √ √ √

2 북경유색금속연구총원 √ √

3 바오터우희토연구원 √ √

4 중국恩菲공정기술유한공사 √ √

5 贛州恒源과기유한공사 √ √

6 信豊縣包鋼新利희토유한책임공사 √ √

7 贛州齊飛신재료유한공사 √

8 樂山盛和희토주식유한공사 √ √ √

9 阜寧희토실업유한공사 √ √

10 永州市湘江희토유한책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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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8년도 희토분야 최신연구성과

희토분야 10대 연구성과는 중국희토학회와 바오터우희토연구원의 주관으로 “중국
희토” 홈페이지에 게재된 100여건의 희토 관련 최신성과에서 선정한 것임

[표 7] 2018년도 중국의 10대 희토 최신연구성과

성과내용 발표일자 연구진

1
희토 단결정 광섬유의 

mW급 중적외선 레이저 
출력 달성

 중국과학원 장춘응용화학연구소 
희토자원이용국가중점실험실 薛冬峰 

연구팀

2

전자빔 리소그래피로 
중공코어쉘구조 희토 

상향변환 나결정 원위치 
구축 실현

중국과학원 푸지엔물질구조연구소 
기능성나노구조설계·조립중점실험실 

陳學元, 王元生 연구팀

3
자원절약형 고성능 

희토영구자석재료 진전
중국과학원 물리연구소 沈保根 원사

4
디젤자동차용 희토기반 

SCR촉매제 산업화 실현
바오터우희토연구원 

허베이화터(華特)자동차부품유한회사

5
희토 상향전환 나노재료 
광자 동력학 정밀제어 

획기적 진전

중국과학원 
장춘광학정밀기계물리연구소 孔祥贵, 

刘晓敏 연구팀

6
희토 전자페이스트 응용 

성과
광둥장천(广东匞辰)전자과기유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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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http://www.cre.net/show.php?contentid=139054&tdsourcetag=s_pcqq_aiomsg

성과내용 발표일자 연구진

7
초저자장 자기공명영상 연구 

성과

중국과학원 초전도전자학탁월혁신센터, 
중국과학원 

상하이마이크로시스템·정보기술연구소 
정보기능성소재국가중점실험실 董慧 

연구팀

8
다자유도 다중화 다기능 

고체상태 양자메모리 개발 
성공

중국과학기술대학 郭光灿 원사

9
중국 첫 영구자석 직접 
구동형 전기기관차 출하

중처다퉁(中車大同)전력기관차유한공
사

10
등방성 내열 점결자분, 
중국특서상 등 수상

유옌(有研)희토신소재주식유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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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희토분야 표준화사업

1. 국제표준화기구의 희토류 표준개발 현황

중국은 국제표준화기구 희토기술위원회 ISO/TC2982) 비서국으로, 희토국제표준 
제정을 주도 또는 적극 참여를 통해 발언권 강화중

○ 현재 중국이 주도하는 희토류 용어 및 정의표준은 2건이며, 한국이 주도하는 
희토원소 회수표준(재활용) 3건 및 일본과 중국이 공동으로 이끄는 희토제품
의 포장 및 표기표준 1건을 포함하여 표준과제를 제정 중

○ 중국은 생산국 입장에서 희토 국제표준화를 주도하는 경향이 있으나, 수요국
인 한국은 희토 응용분야 확장노력을 통한 희토산업의 발전이 필요함

한국은 2016년 4월에 국내전문위원회3)를 구성하고 김택수(생기원) 박사를 대표
로 희토류 국제표준개발에 적극 대응 중

○ ISO/TC298 제1차 전체회의(2016.10.11.~12.베이징)에서 한국의 희토류 
재활용 관련 표준제안 3건이 처음 통과되었음

○ ISO/TC298 제2차 전체회의(2017.6.15.~16.토론토)에서 2개의 활동그룹이 설치, 
WG1(용어 및 정의)의장 중국대표, WG2(재활용)의장 한국대표를 선출하였음

○ ISO/TC298 WG2 활동그룹, 제3차 회의가 한국 제주도에서 개최(2018.10)

[표 8] ISO/TC298의 WG별 표준개발 현황

출처: 김범성 “국제표준화기구의 희토류 표준 개발 현황”, ceramic korea (2018.9)

2) 국제표준화기구 희토기술위원회 ISO/TC298는 중국의 주도로 2015.9월에 신설하여 희토류 광석, 농축물, 금속, 합금, 
화합물, 폐기물 희토류 제품의 재활용, 신소재 분야의 표준화사업 추진. 중국은 한국, 일본, 미국, 호주, 인도 등 5개국과 
공동으로 전문위원회를 구성

3) Korean Agency: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KO
STEC   

  K
O

STEC   
  K

O
STEC



중국의 희토 기술 관련 동향과 시사점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  17

2. 중국희토표준위원회의 국가 및 산업표준 개발 현황

전국희토표준화기술위원회(SAC/TC229)에서 국가표준 및 산업표준 등 자국내 
희토표준화 관련 기술업무 총괄 수행

○ 2017년말기준 현행 유효 표준은 총 264건이 있으며, 그중 국가표준 178건, 

산업표준 86건이 포함

○ 현재 전국희토표준화기술위원회에서 국가 및 산업표준 7건에 대한 영문버전 

번역을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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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시사점

중국은 희토산업의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변화하고자 노력 중

○ 중국은 전 세계 90%의 희토원료와 70%의 희토기능성재료를 생산하는 국가

로 글로벌 희토시장에서 발언권을 행사 중

○ 중국정부는 희토강국으로의 근본적인 돌파구가 첨단희토신소재 개발 및 그 

하부응용에 있음을 인식하고 희토산업의 고도화 발전에 주력 중

- 이와 관련하여 기업의 기술개발 주체역할 강화, 기술혁신, 기술사업화 촉진, 

협업발전을 통한 희토산업의 공급측 구조개혁 지속적 추진 중

- 이와 동시에 희토분야 인력양성 및 인력풀 육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

○ 중국희토산업협회는 2019년 4월 18~19일간 희토산업연례회의를 개최하고 

2018년 산업현황을 점검하고 2019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

중국의 변화 노력속에 한·중 협력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중국은 희토분리추출기술에서 우위가 있으며, 한국은 희토합금, 표준 등에서 

우위가 있어, 좋은 협력파트너가 될 수 있음

- 중국은 양대 희토추출분리기술을 자체 개발하였고 관련 핵심기술은 세계 

선두수준이며, 현재 연간 30만톤이상의 희토분리추출 생산능력을 갖춤

- 이미 기술한대로 한국은 표준제정에 힘이 있으며, 상대적으로 합금제련 등

에서 우위 확보

- 또한 한국은 희소금속 확보 및 남북한 협력 등에서 중국과 협력 필요성이 높음

       ※ 홍일표 국회 산자중기위원장은 한국희소금속산업센터 방문 간담회에서 ‘희소금속 광석의 제련·정

련기술 개발 및 폐금속자원 재활용을 통한 희소금속 자원 확보가 시급한 과제’라고 주문(‘19.3.5)

       ※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온라인제어기술을 활용한 희토분리공정자동화시스템을 실험실단계에서 

개발하였으나, 아직 파일럿시험 및 양산화를 앞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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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간 희토분야 공동연구센터 설립을 포함한 장기적 과기협력체제 구축 고려

○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는 중국내 최대 중희토자원 보유지역인 강서성 간저우

시에서 한중희토세미나 주최 및 기관방문을 통해 협력가능성 확인(‘19.3.16.)

- 중국과협 및 희토학회간의 전략적 과기협력을 통한 한중희토학술세미나 정기 

개최 및 기술협력 촉진 가능

- 또한, 양국간 희토분야 공동연구센터 설립 또는 기관간 MOU체결을 통한 

인력공동양성 및 공동연구과제 신청지원 등을 후속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음

○ 현재 미중무역전쟁으로 희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협력가능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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