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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상유형 가채매장량

(A+B+C)급

예상매장량

(D)급
총매장량 분포지역

대분류 공업유형

내생 희토광
바오터우희토광 2532 5825.93 8357.93 내몽고

배스트네사이트 11.53 96.00 107.53 산동,사천

외생 희토광 이온형희토광 ② 106.67 612.00 718.67
강서,광동,광서,복건,

호남,운남,절강

모나자이트 9.39 23.31 32.7 광동,광서,호남

제노타임 1.25 2.78 4.03 강서,광동,광서

희토함유 인광 70.16 74.44 144.6 귀주

기타 희토광 9.93 67.66 77.59 호북,하남,길림

합계 2741.93 6702.12 9443.05

Ⅰ 배경

중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17종의 희토류를 보유한 국가로 매장량은 세계 1위 

○ 17종의 희토원소는 원소기호와 용도에　따라　경(輕)희토, 중(中)희토, 중(重)

희토로 다음과 같이 분류 가능함

- 경희토원소: 란타늄(La)·세륨(Ce)·프라세오디뮴(Pr)·네오디뮴(Nd)

- 中희토원소: 프로메튬(Pm)·사마륨(Sm)·유로퓸(Eu)·가돌리늄(Gd) 

- 重희토원소: 테르븀(Tb)·디스프로슘(Dy)·홀뮴(Ho)·에르븀(Er)·톨륨(Tm)·이

테르븀(Yb)·루테튬(Lu)·스칸듐(Sc)·이트륨(Y) 

○ 중국 국토자원부 광산개발국은 희토자원 총매장량과 가채매장량이 각각 

9,443만5백톤과 2,741만9,300톤이라 밝힘('02.9)

[표 1] 중국의 희토자원 매장량(단위: 만톤, REO)

주: ① 중국 GB13908-1992의 분류등급규정에 따라 통계한 결과임
   ② 이온형 희토광의 106.67톤은 B+C+D급 매장량이며, 612.00은 E1+2품위등급 매장량
출처: 국토자원부 광산개발국. "중국 광산자원 주요 광종 개발이용수준 및 정책제언" 2002.9.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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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희토자원은 북부지역에 경희토자원이, 남부지역에 중희토자원이 분포된 
특징을 지님

○ 내몽고 바오터우(baotou), 사천성 미엔닝(mianning), 산동성 웨이산(weishan)에 

경희토광이, 강서성 간저우(ganzhou)지역에 중희토광이 집중적으로 분포

- 내몽고 바오터우의 바이윈오보(baiyunObo)광산은 세계 최대 규모의 희토

광산으로 중국 희토 매장량 전체의 83%를 차지함

- 국방산업에 필수적인 전 세계 90%의 중희토자원이 중국 남부지역에 집중

되어 있으며, 중국정부는 2010년부터 희토류를 국가전략자원으로 확정하여 

관리를 강화 중

중국은 세계 최대의 희토자원국·생산국에서 소비국으로 변환

○ 중국의 희토부존량은 4,400만톤(36.7%)이며, 생산량은 12만톤(희토산화물 

REO 환산)으로 전 세계에 약 70.6%의 희토제품을 공급함1)

       ※ 미국지질조사국의 최신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글로벌 희토 부존량은 1억2천만톤(희토

산화물 REO 환산)이며, 연간 생산량은 17만톤 규모임

○ 전 세계 약 57%의 희토제품을 소비하는 중국은 2018년 희토 수입물량이 처

음으로 수출량을 훨씬 넘어서서 세계 최대의 희토 수입국이 되었음

- 2018년 중국의 희토 수출량은 5만3,031.4톤으로 전년대비 3.6% 소폭 증

가한 반면, 수입량은 179.9% 대폭 상승한 9만8,411톤 기록2)

    

 데이터출처: 2018년 희토 부존자원 & 생산량 / 미국지질조사국(USGS)

1) http://www.sohu.com/a/336851506_204078
2) 출처: 중국해관 통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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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토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빠른 시스템 전환 중

○ 공업정보화부3)는 "중국 희토산업 발전규획(2016~2020년)"을 발표하여 희토

자원보호 강화, 희토광채굴 및 생산 질서 규범화 추진(20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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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말까지 6대 희토국유기업그룹4)의 구도를 갖춤

- 2018년에 공업정보화부를 포함한 다부처간 연합감독관리체제를 구축하여 

희토산업의 고도화 발전추진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섬

한국의 희토신소재산업 자립을 위한 생태계 조성이 시급한 가운데, 중국의 희토정책 

및 기술동향의 변화를 파악하여 양국간 협력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함

Ⅱ 희토 산업 발전정책

중국의 희토류 관리체계는 다음과 같음

○ 중국의 희토산업은 국무원이 정책 수립 및 조정 기능을, 공업정보화부 원자

재공업국(司)이 산업관리기능을, 자연자원부가 자원탐사 관리기능을, 생태환

경부가 환경관리기능을 각각 수행하는 관리체계를 갖춤

- 제13기 전인대 1차회의(‘18.3)에서 심의 통과된 「국무원기구개혁방안」에 따라 

국토자원부가 자연자원부로, 환경보호부가 생태환경부로 통합 및 신설되었음

3) 공업정보화부 원자재공업국(司)이 희토산업 발전정책 제정 및 산업발전을 조율 및 관리함
4) 6대 희토국유기업그룹: 중국희유희토주식유한공사(원 중국알루미늄그룹), 오광희토그룹유한공사, 북방희토(그룹)하이테크

주식유한공사, 하문텅스텐주식유한공사, 남방희토그룹유한공사, 광동희토산업그룹유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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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희토류 및 자원 관리 체계

이미지출처: 코스텍정리

희토산업의 주요 정책들은 다음과 같음

○ 희토산업정책 내용을 총량통제계획, 희토자원세, 환경정책, 탐광권·채광권, 

희토산업규범화조건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정리하였음

- 중국정부의 희토류 발전정책 추진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표시하였음

[그림 4] 희토류 발전정책 파노라마

이미지출처: 코스텍정리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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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2015년 2020년 목표 “13.5”누계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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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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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6대 핵심과제

 자원 및 생태보호 강화, 지속가능한 발전  혁신체계 및 능력육성 지원, 산업의 

1. 희토산업발전계획(2016-2020년)

○ 공업정보화부는 희토전략자원보호, 희토기능성재료 및 장비 개발, 산업의 지속

적 발전을 위해 “중국 희토산업발전계획(2016~2020년)”5) 발표('16.10.18)

- 본 “규획”에서는 “13.5”기간 희토산업발전 주요 목표수립, 6대 핵심과제 및 

구체 프로젝트를 확정함

- 2020년까지 산업 전반수준을 첨단응용, 고부가가치 위주의 발전단계로 끌

어올리고 희토 기능성 첨단소재 및 부품의 시장점유율을 50%에 도달시킴

[표 2] "13.5"기간 희토산업발전 주요 목표

5) http://www.miit.gov.cn/n1146295/n1652858/n1652930/n3757017/c5287765/conten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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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2015년 2020년 목표 “13.5”누계증감
촉진 신성장동력 육성

 집약화 및 첨단화 발전추진, 최적화 

구조조정 

 그린화 및 스마트화 체제전환 촉진, 

순환경제 구축

 해외자원활용 촉진, 국제협력 강화  신규 가치사슬 구축, 윈윈 실현 
데이터출처: 稀土行业发展规划（2016-2020年）별첨자료, 공업정보화부

2. 총량통제계획

○ 중국정부는 「중국 희토 현황과 정책」백서6)('12.6.20)를 발표하고, 2014~ 

2017년간 희토 채굴량을 연간 10.5만톤으로 엄격히 통제함

○ 공업정보화부와 자연자원부가 발표한 2019년도 희토채굴 및 제련분리 총량통제지표는 

각각 13만2,000톤, 12만7,000톤으로, 2018년대비 각각 10%, 10.4%씩 증가함

- 전반적으로 채굴지표를 1만2,000톤, 제련분리지표를 1만2,001톤 상향조정

한 것으로, 이는 중국 자체의 증가하는 자원공급 수요 충족에 부합함

- 희토광종별로 보면 증가한 채굴지표는 암석형희토(경)이며, 이온형희토(중희

토 위주) 채굴지표는 전년도와 같은 수준을 유지

[표 3] 2019년 희토국유그룹별 희토채굴·제련분리 총량통제 지표

순
서 6대 희토그룹

광제품(REO,톤)
제련분리제품   
(REO, 톤)암석형희토

(경)
이온형희토
(중희토위주)

1
중국희유희토주식유한공사 14350 2500 21879

그중, 중국강철연구과기그룹유한공사 4100 　 1500

2 오광(五矿)희토그룹유한공사 　 2010 5658

3 중국북방희토(그룹)하이테크주식유한공사 70750 　 60984

4 하문텅스텐(厦门钨业)주식유한공사 　 3440 3963

5
중국남방희토그룹유한공사 27750 8500 23912

그중, 사천강동(江铜)희토주식회사 27750 　 16320

6
광동성희토산업그룹유한공사 　 2700 10604

그중, 중국유색금속건설주식유한공사 　 　 3610

합계 112850 19150 127000

총계 132000 127000

출처: http://www.miit.gov.cn/n1146295/n1652858/n1652930/n3757017/c7512811/content.html

6) http://www.gov.cn/zhengce/2012-06/20/content_261856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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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희토자원세

○ 희토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희토원광 자원세표준을 제정하고, 2011년 4월 1일

부터 경희토광에 톤당 60위안을, 중희토광에 톤당 30위안의 자원세를 징수해옴

○ 2014년말에 희토수출 쿼터제가 폐지된 이후, 2015년부터는 희토류 수출공급을 

줄이기 위해 지역별, 희토광산별로 서로 다른 자원세를 적용해오고 있음

- 그중 남부지역의 중희토광에 27%의 과다한 희토자원세를 부과한 것이 주목

되며, 이외에 내몽고 바오터우광에 11.5%, 사천성 미엔닝광에 9.5%, 산동성 

웨이산광에 7.5%의 자원세를 각각 적용함

○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제12차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자원

세법」7)('19.8.26)이 심의·통과됨

- 2020년 9월 1일부터 중희토 자원세를 기존의 27%에서 20%로 낮추고, 경

희토 자원세를 지방정부가 7~12% 사이에서 자율적으로 책정하도록 함

4. 희토관련 환경정책

○ 환경보호부는 「희토공업오염물질배출표준」8)('11.1.24.)을 발표하고, 2011년 

10월 1일부터 세계 최초의 희토산업 관련 환경기준을 적용하여 실시함

- 이 표준은 희토류 산업기업 또는 생산시설의 수질 오염물질 및 대기오염물

질에 대한 배출제한, 모니터링 및 감독에 관한 규정을 제정

○ 국무원은 「제2차 전국오염원 조사방안」9)('17.9.10)을 발표하고, 조사기준 시점

을 2017년 12월 31일로 확정하여, 중국 전역에 걸쳐서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

- 희토류 등 15종 광물이 채굴, 제련 및 가공과정에서 발생한 방사성 오염물

질은 산업오염원 조사대상에 포함시켜 엄격히 관리함

○ 생태환경부는 희토광에 함유된 우라늄, 토륨 등 방사성 원소가 자원개발 및 

활용과정에서 주변 지역에 방사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희토공업방사환경보호규정」10)('18.9.26)을 위한 의견수렴에 나섰음

7) http://www.npc.gov.cn/npc/c30834/201908/d80a55c3e81d48ec861399d2c73fe0f6.shtml
8) http://www.gov.cn/zwgk/2011-02/28/content_1812585.htm
9)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7-09/21/content_5226606.htm
10) http://www.mee.gov.cn/gkml/sthjbgw/stbgth/201809/t20180930_632948.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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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탐광권 및 채광권

○ 중국정부는 희토광산을 국가계획광구에 포함시키고 보호광산의 특수광물로 

지정하여 탐광권과 채광권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희토자원 보호를 강화함

○ 자연자원부는「보호광산 특수광물의 탐사 및 채굴관리를 위한 임시조치」11)

('09.11.24)를 발표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실시해오고 있음

○ 자연자원부가 발표한 「국가광산자원계획(2016-2020년)」12)('16.11.30.) 가

운데 희토자원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희토류 등 24종 광물을 전략광산 목록에 포함시켜 관리하며, 희토류 등 보

호광산의 특수광물에 대한 비축 및 보호를 강화함

- 희토자원 조사, 탐사, 개발 및 활용의 통합 계획, 감독관리 강화, 희토개발 

및 보호 최적화, 국가계획광구에 대한 관리 강화, 탐사 및 개발 순서 규범화

○ 현재 내몽고 바오터우(baotao), 사천성 미엔닝(mianning), 강서성 간저우

(ganzhou), 호남성 장화(jianghua), 광서 허저우(hezhou), 복건성 서남부 

등 6대 희토자원기지를 구축하였으며, 6대 희토국유기업그룹이 주도하는 탐

사개발 및 자원할당 구도를 갖춤

F 희토광채굴통제제도를 계속 시행하며, 2020년까지 희토 총채굴량(REO)을 

연간 14만톤으로 제한함

최근 2년간 실시한 주요 정책

○ 2018년에 공업정보화부를 포함한 다부처간 연합감독관리체제를 구축하여 

희토산업 감독관리 및 조율업무를 정규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세부절차 마련

- 관련 부서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감독검사를 시행하고, 희토산업 질서정돈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관련 지침문서를 정기적으로 발행함

- 업무절차 및 감독관리를 개선 및 수정하여, 질서정돈 업무의 제도화 및 정

상화를 실현함

- 지방에 대한 문책을 강화하고 자체점검을 정기적으로 수행하며, 희토지침계

획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조사 및 단속을 강화함

11) http://www.gov.cn/gongbao/content/2010/content_1612368.htm
12) http://www.gov.cn/xinwen/2016-11/30/content_5140508.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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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기관 정책내용 발표시기

자연자원부
 「희토광·텅스텐광 탐광권·채광권 심사관리 규범화 통지」 

희토광 및 텅스텐광의 탐사·채굴 심사관리 강화 및 규범화
('18.12.14.)

발전개발위원
회

 「시장진입 네거티브 리스트(2018년 버전)」 

산업발전요구에 미달하는 희토광산개발프로젝트 도태 및 희토 
채굴·선광·분리·추출 프로젝트 규제 조치

('18.12.21.)

공업정보화부 
등 12개 

부처

「희토산업 질서정돈 지속적 강화에 관한 통지」

①희토자원 불법채굴 단속강화, ②채굴 및 제련분리계획 엄격히 
집행, ③자원종합이용기업 규범화, ④제품유통 감독 강화 등을 통한 
산업자율성 향상 

('19.1.4.)

공업정보화부
, 자연자원부

2019년 제1차 희토채굴, 제련분리 총량통제계획

제1차 총량통제계획은 2018년도 지표의 50%인 각각 6만톤, 
5만7,500톤이며, 제2차 계획은 시장수요와 각 희토그룹의 
집행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9년 6월말에 발표 예정

('19.3.15)

발전개혁위원
회

희토산업전문가간담회, 희토기업간담회 및 희토생산지 
주관부문간담회를 연속 4차례 소집하고, 환경보호, 희토산업 집약화 
및 고도화 발전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

('19.6.4~5)

공업정보화부

「희토제품의 포장, 표기, 운송 및 저장」강제성 국가표준 발표

희토제품의 포장, 표기, 운송 및 저장 관련 국가표준에 추가로 원료 
원천추적표기를 할 것을 요구

('19.6)

공업정보화부
, 자연자원부

2019년 희토채굴, 제련분리 총량통제계획

채굴지표를 1.2만톤, 제련분리지표를 1.2001만톤 증가, 
중희토지표는 전년도와 같은 수준 유지

('19.11.8)

[표 4] 최근 ２년간 주요 정책

출처: 공식 발표된 자료를 근거로, 코스텍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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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희토 연구개발 현황

정부차원에서 혁신플랫폼 구축을 통한 R&D역량 향상 및 희토산업의 고품질화 
발전 추진 중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 희토산업전문가간담회, 희토기업간담회 및 희토생산지 

주관부문간담회를 연속 4차례 소집하고 희토산업의 고도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대책 강구(’19.6)13)

F 희토산업의 고도화 발전을 위한 4대 조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14)

○ 공업정보화부: 희토산업의 고품질화 발전 및 기능성재료의 R&D 역량을 강화

하기 위해 국가희토기능성재료혁신센터 설립을 정식 허가(’20.4)15)

- 이는 강서성희토기능성재료혁신센터와 내몽고희토기능성재료혁신센터가 공동 

설립한 R&D플랫폼으로, 대학, 연구소, 관련 기업 및 투융자기관간의 산·학·연협

력을 통한 희토산업의 고도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함

13) http://www.xinhuanet.com/finance/2019-06/05/c_1210151615.htm
14) 陳秀昆, “坚持以高质量为核心科学谋划稀土产业十四五发展规划的几点思考”,  <稀土信息>(2020.제5기)
15) “工信部批复组建国家稀土功能材料创新中心” <稀土信息>(2020.제4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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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발전, 자원재활용 등 기술개발수요가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임

○ 매장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La, Ce, Y 등 희토원소의 고부가가치 균형적 이용을 

위한 제련 및 재료의 청정제조, 기능성 첨단재료 개발 등이 중요해짐

- 북방지역 경희토광의 희토원소함량 비율을 보면 Ce함량이 50.0%, La함량

이 23.0%이며, 남방지역 이온형 희토광의 Y함량은 약 20%~60%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 차지

- 이와 관련하여 북경강철연구총원 Li Wei 원사는 La, Ce, Y 등 희토원소의 균형적 

이용을 위한 대안으로 영구자석재료 등 고성능 희토기능성재료 개발을 제언16)

○ 최근, 중국정부의 환경규제 강화와 이에 따른 희토광의 고효율 청정추출 및 

생태복구를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특히 남방지역은 이온형 희토광 추출과정에서 황산암모늄과 같은 광물추출

제의 사용으로 현지의 수자원 오염을 유발하였고 생태파괴가 심각한 상황임

- 이에 과기부는 2020년 8월 22일 중점연구개발계획 “이온흡착형 희토자원 

고효율 청정개발 및 생태복구 일체화기술” 프로젝트를 정식 가동하고 5개 

서브과제로 나누어 본격적으로 추진 중

       ※ 이 대형 국책프로젝트에는 중국과학원 장춘응용화학연구소, 강서이공대학, 중국우쾅희토그룹 등 

연구기관 및 기업들이 참여하며, 남창대학의 Li Yongxiu(李永綉) 교수가 과제 수석과학자로 

총괄 수행할 예정임

일부 지방에서도 희토산업 고도화 발전을 위한 대책을 강구 및 추진 중

○ 북방희토의 본고장인 내몽고 바오터우는 세계적인 영향력 있는 "중국 자석밸

리" 조성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희토원료산업 위주에서 희토신소재 및 첨단

응용산업 추진에 매진17)

- (혁신플랫폼) 희토관련 연구개발기관 10여개, 전문대학 3개, 원사연구소 6

개 및 2천여명의 희토분야 전문연구인력 보유

- (생산능력) 42만톤의 정광, 5.6만톤의 영구자석, 2.3만톤의 폴리싱파우더, 

1.1만톤의 수소저장재료, 4만톤의 촉매보조제 및 180만톤의 희토합금 등 

생산규모를 갖춤

○ 중희토자원지인 강서성 간저우는 "중국 희토금밸리" 건설 목표를 수립하고, 

세계 일류의 희유금속첨단기술산업거점 조성을 위해 희토산업의 첨단신소재 

및 응용의 고도화에 총력18)

16) 李衛 “高豊度稀土在永久材料中應用” (2020.8.22.) 
17) https://www.sohu.com/a/253623964_99939184
18) http://www.jiangxi.gov.cn/art/2020/1/22/art_4975_1491087.html?xxgkhid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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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기업 : 간저우 희토 Youli(友力) 과기개발유한공사22)

○ 남방희토그룹 산하의 간저우시 희토재활용 전문업체로, 10여년간 이온형 희토 분리추
출, NdFeB폐기물 재활용 연구 및 생산에 종사

- (입지우위) 강서성 간저우시 국가급 첨단기술산업개발구 “중국 희토금밸리”에 위치

- 등록자본금 8000만 위안, 총투자액 2.8억 위안

- (혁신플랫폼) 2020년 1월 10일, 중국과학원 희토연구원이 간저우에 설립되

었는데, 이는 2019년 5월 20일 시진핑의 간저우 희토기업체 방문이후 불

과 7개월만에 이루어졌음19)

- (설립목표) 건설기한 3년, 부지면적 1000무, 2021년말에 정식 운영, 2022

년까지 600~1000명의 연구인력 확보

        ※강서이공대학에 강서선진구리산업연구원과 중국희토금(간저우)신소재연구원(준비중) 설립을 통한 

산학연협동혁신시스템 구축 및 보완

희토자원 재활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프로젝트 추진 및 관련 기업 통폐합 실시

○ 공업정보화부는 관계 부처와 함께 2014년하반기부터 희토자원 재활용을 관

련 계획에 포함시켜 관리를 강화함20)

- 전국의 11개 지역에 분포된 희토자원 재활용프로젝트는 도합 67개로, 

NdFeB, 형광체, 연마재 등 산업폐기물을 재활용하며, 연간 처리능력은 20

만톤 이상으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NdFeB 폐기물의 약 6배에 달함

○ 남방희토그룹은 2017년 3월 강서성 간저우시에서 22개의 희토자원재활용기

업에 대한 통폐합을 통해 희토재활용사업 규범화를 실시하였음21) 

19) https://baijiahao.baidu.com/s?id=1655772592755101822&wfr=spider&for=pc
20) https://mp.weixin.qq.com/s/WNFH3fza--1Hkd3YFb-cFA
21) https://mp.weixin.qq.com/s/VRY2rC1X9VrOamYBKluh0A
22) https://mp.weixin.qq.com/s/rD6xUkr-kuQY6QJI8Nqh7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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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요약 및 시사점

중국은 희토에 대한 통제강화 속에 지방자치, 환경강화, 고품질화 등의 노력을 진행 중

○ 중국정부는 희토자원 보호와 광산자원의 합리적인 개발을 위해 매년 지역별, 

희토국유그룹별로 희토채굴·제련분리 총량통제지표를 확정하여 통제함

- 자연자원부와 공업정보화부가 최신 발표한 「2020년도 희토광채굴 총량통제지표

통지」 (’20.7)에 따르면 2020년 희토광 채굴총량은 14만톤이며, 그중 암석형 희토

광(경희토위주)지표 12만850톤, 이온형 희토광(중희토위주)지표 1만9,150톤임23)

○ 2019년 8월 자원세법이 새롭게 심의 통과되면서 2020년 9월 1일부터 희토 

자원세를 경희토는 7%~12%사이, 중희토는 기존의 27%에서 20%로 낮추는 

등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책정하도록 지방자율화를 실시함

○ 중국은 2011년에 세계 최초로 희토산업 관련 환경기준을 제정·적용하였고 

2018년에는 희토공업 방사환경보호규정을 통과하여 환경보호를 강화함

○ 최근에는 희토산업의 고품질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혁신플랫폼 구축 등 정

부차원의 다양한 노력들이 행해지고 있음

- 희토산업의 고품질화 발전을 위해 ①생태우선+녹색발전, ②고부가가치+브

랜드서비스, ③산업클러스터+시너지효과, ④과기혁신+핵심기술 등 4대 조

치를 마련하여 14.5기간 추진을 본격화할 예정임

중국의 변화 속에 한·중 희토분야 협력의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음

○ 고성능 희토합금재료 제조기술과 재활용기술 및 노하우를 보유한 한국은 중국의 

고품질화 발전에 필요한 기술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어 좋은 협력파트너가 될 수 있음

- 한국은 그동안 소외되었던 중희토 자원지인 간저우지역의 남방희토그룹과의 

협력강도를 높여서 한국의 신소재산업 자립을 위한 자원확보를 도모함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는 2019년 3월과 2020년 1월에 중국 간저우와 한국 인천에서 강서성희토

학회와 공동으로 한중희토신소재세미나를 각각 개최하는 등 협력강화 노력

○ 한편, 올해 9월부터 희토자원세가 정식으로 발효되어 지방자율화가 시행될 경우 

희토산업 발전에 더욱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한·중 양국은 10여년간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한중희토세미나 정기 개최 

및 ISO 국제표준제정 주도 등 협력기반을 조성하였기에 협력가능성이 높음

23) http://www.gov.cn/xinwen/2020-07/17/content_5527644.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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