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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 Jeong Kim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요 약

수요확대가 전망되고 공급구조가 경직된 금속자원은 각국의 산업구조 및 자원확보 역량에 따라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

해 금속자원의 위기성 평가가 다양화되고 있는데, 주로 희토류 등 희유금속이 위기물질 혹은 중요물질(Critical materials, Critical

metal, Critical raw materials)로 선정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변화 및 수급불균형 등을 고려한 위기물질 선정체제 및 관리현

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유럽, 미국 등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른 원재료 리스크를 평가하고 있으며, 일본은 자국 내 성

장동력산업을 중심으로 핵심 원재료를 파악하고 있다. 영국은 자원채굴에 따른 환경부하를 고려하여 광종별 위기성을 평가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물질들의 가격시그널의 미약성, 비탄력적 공급구조, 기술변화에 민감한 수요변동성 등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주제어 : 위기물질, 위기성 평가, 리스크 관리, 희유금속, 기술변화 

Abstract

It is necessary to manage risk of metals which are has rigid supply structures and expected demand expansion, considering

to industry structure and resource securing capacity of each country. Countries conducted various criticality analyses and selected

mainly rare metals as critical materials(or Critical metals or Critical raw materials). This study examined cases of metals risk

evaluation and management which are based on technology changes and imbalance supply-demand. EU and U.S.A evaluated

risk on metals needed as supply expansion of renewable energy. Japan forecasted demand of rare metals needed in Japan's growth

engine industry. U.K analyzed criticality of metals, considering environmental burden occurred from mining to refining. Critical

materials has features such as weak price signal, inelastic supply structure, demand volatility in technology change.

Key words : Critical materials, Criticality analysis, Risk management, Rare metal, Technology changes

 

 

1. 서 론

금속이나 광물자원의 시장은 일반적으로는 수급 밸런

스에 근거하는 순환적인 패턴에 의해 가격이 변동하였

다. 그러나 2002 ~ 2008년에 신흥국을 중심으로 한 경

제성장과 함께 실용화 기술의 급속한 보급에 의한 수요

증가가 세계 시장을 견인해 전례 없이 가격이 급상승하

였다. 그리고 중국 등의 원재료 수출 제한 등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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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중심의 공급 정책으로 세계 시장이 왜곡되어 비축

이나 장기 계약 등을 조장해 공급 리스크를 악화시켰다.

이렇듯 환경규제 강화, 공급 독과점, 가격변동성 등 금

속자원의 위기성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국가에 있어서 중요한 광물 자원은 국내 수요, 가격

변동, 공급 국가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 대체재의 이용

가능성과 같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미국, UNEP, EU 등은 과거부터 금속자원에 대한 위

기성 분석(Criticality analysis)을 수행해 왔으나, 기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미래 전망 분석은 아니었다. 또

한 현재의 탐사 투자가 미래의 생산에 미치는 영향, 새

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공급 체인 전체의 공급 위험, 광

산 관련 기술의 변화,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과 같은 중

요한 요인이 분석 시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2010년 이후 진행되고 있는 위기물질 선

정 및 관리 체계는 미래 기술 및 산업구조 변화 전망

에 기반하고 있다. 위기물질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인

식되면서 현재뿐만 아니라 향후의 자원수급불균형 및

자원소비로 인한 환경영향을 저감하기 위해, 그리고 녹

색기술 및 하이테크 기술개발에 따라 그에 필요한 원재

료의 수급 리스크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위기물질 혹은

중요물질을 지정하고 이를 관리하고 있다. 유럽, 미국 등

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른 원재료 리스크를 평가

하고 있으며, 일본은 자국 내 성장동력산업을 중심으로 핵

심 원재료를 파악하고 있다. 영국은 자원채굴에 따른 환

경부하를 고려하여 광종별 위기성을 평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세계 각국의 기술변화 및 수급불균형

발생에 따른 위기물질 선정 체제 및 관리 현황을 살펴

보고 위기물질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가격, 수

요, 공급적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2. Critical metal 선정 및 관리 

2.1. 국가적 중요성에 따른 위기물질 관리 

2.1.1. 유럽위원회, 위기원재료(Critical Raw Materials)

선정 관리 

2008년 11월, 유럽위원회는 EU의 광물자원 기본 전

략인 “Raw Materials Initiative : RMI”를 책정하였다.

EU의 RMI는 통합전략으로써 일관성 있는 접근을 위한

모든 정책적 수단을 포괄하는 것으로 국제 시장에서 원

재료 접근성 확보, EU내 지속적 공급 체제 환경 정비,

원재료 소비의 삭감 가속화 등 3가지 주요 전략을 추진

하고 있다. 유럽위원회로서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무역,

특히, 폐제품의 EU 지역 외 불법 수출의 문제에 강한

관심이 있다. 

RMI 주요 전략하에서 2010년 EU위원회는 가맹국

및 관계 산업계 검토를 통해 41광종을 대상으로 리스

크를 평가하여 EU 경제에 중요한 하이테크 금속이면서

공급 리스크 및 환경 리스크가 높은 금속 14종(안티몬,

베릴륨, 코발트, 형석, 갈륨, 게르마늄, 흑연, 인듐, 마그

네슘, 니오븀, 백금족, 희토류, 탄탈륨, 중석)을「위기

원재료(critical raw materials)」로 선정하였다. 경제규모

대비 소비량을 기준으로 유럽에서 해당광종의 경제적

중요도를 평가하였으며, 생산국의 안정도, 대체도, 리사

이클도의 3개의 지표를 이용하여 공급 리스크를 평가하

였고, 수입 상대국의 환경규제 정도로 환경 리스크를 평

가하였다. 경제적 중요도는 크롬, 망간, 바나듐이 가장

높고, 니켈, 아연, 보크사이트, 니오븀, 몰리브덴, 텅스

텐, 알루미늄이 높은 순으로 나타났다. 공급 리스크는

Fig. 1과 같이 희토류 원소가 가장 높고, 백금족, 니오

븀, 게르마늄, 마그네슘, 안티몬, 갈륨, 인듐의 순으로 높

았다. 환경 리스크는 Fig. 2와 같이 희토류 원소가 가장

높고, 게르마늄, 안티몬, 마그네슘, 갈륨, 니오븀, 베릴륨,

인듐 순서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유럽위원회는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리스크 평가를 주

기적으로 3년마다 시행하며, 2013년에 평가대상 광종을

확대하여 재시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EU위원회는 위기

원재료에 대한 대체연구 촉진 및 전주기에 걸친 종합적

효율 향상 기술 및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이러한 대

응책은 EU 각국의 시책이 되고 있다. 특히 위기원재료

를 우선 대상으로 유럽의 RMI전략을 시행하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ProMine프로젝트가)로, 천연 및 인공 광

물 자원 부존에 대한 범 유럽(Pan-EU)의 GIS 데이터

관리와 데이터의 시각화를 추진하였으며 EU가 선정한

14종의 위기원재료의 광상 데이터가 이미 발표되었다. 

그리고 유럽은 정부, 민간, 학회 등 다양한 대표자가

모여 정기적으로 위기원재료 관리 정보를 교환하는 커

뮤니티 및 회의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2011

년 2월에는 RMI에 관한 첫 커뮤니케이션인 ‘상품시장

및 원재료에 대한 과제 대응’을 통해 위기 원재료 14광

가)ProMine프로젝트는 EU의 제 7차 연구 프레임 워크 프로그램

(FP7)의 일부로 자금을 받아 2009년 5월에 발족한 4년 과정

이다. ProMine프로젝트의 주요 목표는 EU 역내에 존재하는 광

물 자원의 GIS 데이터베이스화, 효율적인 채굴·가공 기술 개

발, 환경적 책임이 있는 광업 관리의 촉진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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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의 생산 집중도, 수입의존도 및 집중도, 대체 가능성,

재활용률에 대한 분석이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12년 3월에는 유럽위원회를 비롯한 정부 기관, 산업

단체, 하류 기업을 포함한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일본

및 미국 등도 참여하는 “위기원재료 회의(Critical raw

materials Meeting)”가 2차례 개최되었다. 해당 회의에

서는 위기원재료에 대한 기술적, 산업적, 재정 및 정책

관점에서의 정보 교환과 위기원재료 리스크 평가 체제

및 관리전략에 대해서 논의되었으며, 미국 및 일본과 유

럽의 공동 협력에 대한 전략도 논의되었다. 

2.1.2. 일본, 성정동력산업 육성에 따른 핵심물질 수

요 전망 

일본 경제산업성의 산업구조심의회가 책정한 ‘산업구

조 비전 2010’에서는 향후의 전략 5분야로서 ①인프라

관련/시스템 수출(물, 원자력, 철도 등), ②환경에너지

과제 해결 산업(스마트 그리드, 차세대 자동차 등), ③

문화 산업(패션, 컨텐츠, 음식, 관광 등), ④의료개호건

강육아 서비스, ⑤첨단 분야(로봇 등)의 강화에 의한 성

장의 견인을 제언하고 있다.

일본 JOGMEC은 해당 전략분야에 사용되는 소재부

품의 물질흐름(Material flow)을 작성하여 핵심 희유금

속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2010년 사용량 산정 및

2015년 사용량 전망을 하고 있다. 제강의 경우, 제조

제품에서 특수강이 차지하는 비율은 변화가 없는 것으

로 예측되었으며, 또한 스텐레스강의 희유금속 첨가율

은 Ni계(Cr-Ni, Cr-Ni-Mo계)의 비중이 60% 수준에서

2015년에는 50% 이하까지 감소하며, 그 외 특수강의

경우 첨가율의 변화는 미비하다고 전망되었다. 이를 기

반으로 2010년 대비 2015년 소비량의 비율은 Fig. 3과

같이 크롬은 동일하며, 망간은 소폭 증가, 크롬은 1.03

으로 증가하는 반면, 니켈은 0.96으로 감소 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리고 일본메탈경제연구소(MERI/J)는 인듐, 희토류

산화물(REO), 코발트, 탄탈륨, 리튬, 니오븀, 티타늄, 갈

륨, 텅스텐, 마그네슘을 대상으로 최근 20년간 소비량

Fig. 1. Economic importance and supply risk of the 41 materials in EU.1)

Fig. 2. Ranking of eligible raw materials according to their environmental country ris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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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 세계 소비량 대비 일본 소비량 비율, 중국 공급

리스크를 평가하여 인듐, REO, 코발트, 텅스텐, 마그네

슘을 위기물질로 선정하였다. 

2.2. 신재생에너지기술 개발에 따른 위기물질 관리

2.2.1. 미국 에너지성, 신재생에너지 기술과 관련된 위

기물질 선정 및 관리 

미국은 19종의 금속 자원은 100%, 32종의 금속 자

원은 80%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세계의

희토류 원소 생산량의 약 5%를 미국 국방 목적으로 이

용하고 있어, 희토류 원소 공급의 취약성은 미국의 국

방 전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미국은 희토류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는 취약한 공

급 구조와 제련 분리 공정 및 최종 제품 제조 공정에 이

르기까지의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 문제에 대해 고

심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희토류 관련 기술자 부족이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미국 의회는 희토류 문

제를 인식하여 2010년부터 희토류 원소 관련 법안이 복

수 상정되었고, 제111의회에서는 2개의 법안나)만이 희토

류 원소에 관한 조항을 포함한 법안이 마련되었다.

미국은 국방 전략의 중대성 외에도 신재생에너지의

확대에 따른 위기물질 관리에도 관심을 쏟고 있다.

2010년 12월 미국 에너지성(DOE：Department of Energy)

은 위기 물질 전략(Critical Materials Strategy)를 공표

하였으며, 2011년에 재시행하여 재공표하였다. 클린 에

너지 기술 4개 분야(영구자석, 전지, 태양전지 박막, 형

광 물질)에서 핵심이 되는 12광종(네오디뮴, 디스프로

슘, 코발트, 리튬, 란탄, 세륨, 텔루륨, 인듐, 갈륨, 유로

피움, 테르븀, 이트륨)의 신재생에너지기술에서 중요성,

공급 리스크(대체성, 공급원 다양성, 정치/사회적 리스

크 등)를 중단기로 구분하여 금속별 위기성을 평가한

결과를 Fig. 4에 나타내었다. 단기적으로는 디스프로

슘, 유로피움, 인듐, 테르븀, 네오디뮴, 이트륨 등이, 중

기적으로는 디스프로슘, 유로피움, 테르븀, 네오디뮴, 이

트륨 등이 위기물질(Critical Material)로 분석되었다. 

단기적으로는 디스프로슘과 이트륨이 공급 부족할 것

으로, 중기적으로는 코발트와 유로피움을 제외한 대상

이 된 다른 모든 물질은 공급 부족이 발생하며, 전체적

으로 단기(2010년 ~ 2015년)보다 중기(2015년 ~ 2025년)

에 공급 부족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미국 에너지성은 위기물질의 공급원 다각화, 대체 물

질 개발, 재사용, 재활용 등을 국제적 파트너와 함께 추

진할 예정이다. 위기 물질의 미국 자국 내 생산을 강화

하는 것과 동시에 일본이나 유럽과 제휴해 대체물질의

개발 및 재활용을 진행하고 위기물질에 관한 정부수집

능력 강화를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또한 미국 에너지성은 「Critical Materials Strategy」

를 기반으로 위기물질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하는

Critical Materials Hub를 2012년에 설치하여 과학기술

이노베이션를 추진하고 있다. Critical Materials Hub는

Energy Innovation Hub다)의 5번째 프로젝트로 위기물

질의 선광, 제조, 대체, 유효이용, 폐제품 재활용 등 전

주기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2.2.2. 유럽위원회, SET(Strategic Energy Technology)

의 위기금속(critical metals) 선정

유럽위원회는 수요확대가 전망되는 6대 에너지 기술

(이산화탄소저장(CCS), 원자력, 태양열, 풍력, 바이오연

료, 스마트 그리드) 등에 사용되는 60여종의 물질에 대

한 위기성을 평가하여 위기금속(Critical Metals)을 선정

하였다. 3단계의 과정을 거쳐 선정되었는데, 1단계는

SET기술별로 사용되는 핵심물질을 리스트업하고, 2단계

에서는 기술별로 2010년 대비 2020년, 2030년의 연간

소비량 변화율(%)을 추정하여 수요변화율이 높은 14개

광종(텔루륨, 인듐, 주석, 하프늄, 은, 디스프로슘, 갈륨,

Fig. 3. Forecasting Consumption of rare metals in Japan’s

steel industry.3)

나)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10 (P.L.
111-84)

Ike Skelton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11 (P.L. 111-383)

다)미국 에너지성은 2010년부터 많은 다른 기관이나 기술적 전문

영역의 연구자가 있는 대규모 통합 연구 센터인 ‘Energy In-

novation Hub’ 설치를 통해 국가 에너지 안보에 대한 기술적

대응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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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디뮴, 카드뮴, 니켈, 몰리브덴, 바나듐, 니오븀, 셀렌)

을 선정하였다. SET기술에 따른 수요증가는 Fig.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테르븀이 50%, 인듐이 19.4%로 매

우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주석, 하프늄 등은 9%, 7%

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2단계에서 선정된 14종에 대해

서 ‘Bottleneck analysis’를 수행하여 수요증가, 공급력,

생산 집중도, 정치적 리스크 등을 상, 중, 하로 평가하

여 Fig. 6에 나타내었다. 디스프로슘, 네오디뮴, 텔루륨,

갈륨, 인듐은 위기성인 높고, 니오븀, 바나듐, 주석, 셀

렌 등은 중간수준이며, 몰리브덴, 하프늄, 니켈, 카드뮴

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3. 환경위해성을 고려한 위기물질 관리 

2.3.1. 일본, 광종별 환경부하 발생량 정량화 

일본 환경성의 주관으로 물질재료연구소(NIMS)는 금

속별로 자원채굴 및 가공단계에서 소요되는 총물질요구

량(Ore-TMR)라)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 산정하여 각

금속별로 환경부하 리스크를 평가하였다. 전반적으로

비철금속보다 희유금속이 천연자원소비량 및 이산화탄

소배출량이 많으며, 특히 귀금속류의 환경부하가 높았

다. 금, 백금, 루비듐, 이리듐, 납 등은 이산화탄소배출

량 및 천연자원 사용량(TMR)이 모두 높다. 1톤의 금

Fig. 4. Comparison and Changes of short- and medium-term criticality.5)

Fig. 5. Metals demand of SET-plan in 2030 as % of 2010 world supply.2) 

라)TMR(Total Material Requirement): 경제활동으로 인한 경제적

물질과 비경제적 물질의 투입량의 합

- TMR=Σ(직접 투입 물질량)+Σ(간접 투입 물질량)+|Σ(숨은 물

질 흐름량 ) 

- 직접물질투입량 및 간접물질 투입량은 인간의 경제적 행위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투입된 물질의 양이며, 숨은 물질량은

경제적 활동에 수반해 일어나는 물질의 이동이나 교란의 양으

로 채굴에 수반하는 암석이나 토사의 이동, 맥석, 삼림의 벌채,

토지의 재생이나 경관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물질의 총량이

포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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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량을 얻기 위해서 사용하는 천연 자원량이 철은 8

톤인데 반해, 인듐은 12,000톤, 금은 1,100,000톤, 로

듐은 2,300,000톤으로 금속의 종류에 따라 큰 차이가

나타난다. 금속톤 당 이산화탄소 발생량은 Fig. 7과 같

이 안티모니가 0.5 CO2톤을, 코발트가 150 CO2톤, 로

듐이 1,100 CO2톤이었다. 

이러한 정량화 지표는 광종의 지속적인 사용을 위한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어서, 금속의 환경부하량을 고

려한 제품의 설계 및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지침으로서

활용되고 있다. 

2.3.2. 영국 환경성, 환경위해성 및 천연자원사용량 등

을 고려한 위기성 평가 

영국의 환경성은 자원의 전주기 관점에서 환경위해성

을 포함하여 Material Risk와 Supply Risk를 평가하였

다. 수급불균형 측면에서 확대하여 위해성 및 총물질요

구량(Ore-TMR)등 물질 자체가 가지는 특성을 평가항목

으로 추가하여, 경제-환경 요소를 포괄한 위기금속 선

정이다. 

대체성이 낮으면서 독과점적 공급구조를 가진 금속은

수은, 백금, 로듐 등으로, 대체성은 낮으며 공급국의 불

안정성이 높은 금속은 마그네슘, 루테늄, 스트론튬, 주

Fig. 6. Summary of Battleneck analysis on Critical metals in SET-Plan.2) 

Fig. 7. Ore-TMR and CO2-intensity by Minerals.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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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등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공급 리스크, 물질특성

리스크, 환경 리스크를 모두 고려하였을 경우, Fig. 8과

같이 위기성은 금, 로듐, 수은, 백금, 스트론튬, 은, 안

티몬, 주석 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영국의 지질조사소(BGS)는 2009년부터 매년

약 60여종의 공급 리스크를 평가하여 ‘Risk List’를 공

표하고 있다. 세계 공급구조에 따른 리스크를 평가한 것

으로 대다수 중국의 공급 독과점이 발생하고 있는 광종

이 리스크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 Risk List 2011 결

과 리튬,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세륨, 란탄, 니켈 등이

리스크가 높았다. 

2.3.3. 위기물질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분석 

앞서 살펴본 여러 리스크 평가를 종합적으로 해석하

면 Fig. 9와 같이 베릴륨, 인듐, 백금족, 희토류, 텅스텐

등이 위기물질로 평가되고 있어, 주로 희토류 등 희유

Fig. 8. Material Security Matrix: Political Instability vs Lack of Substitutability or Global Warming Potential.4)

Fig. 9. Evaluation system of Critical materials in the world. 



10 金 瑜 淨

J. of Korean Inst. Resources Recycling Vol. 22, No. 5, 2013

금속 등이 대상이 되고 있다.

시장 역학은 수요, 공급, 가격의 상호 관계를 나타낸

것이지만, 하이테크 기술의 상업화에 필수적인 위기물

질의 시장 역학은 과거의 경제모델이나 간단한 경제 분

석으로만 파악할 수 할 수 없다. 위기물질은 가격시그

널의 미약성, 비탄력적 공급구조, 기술변화에 민감한 수

요변동성 등의 특징이 있다. 위기물질의 가격, 공급, 수

요에 대한 특성 및 관리 요소를 살펴보았다. 

위기물질은 가격 시그널이 약하여 수급 조절을 위한

의사결정 기준으로 가격을 활용하기 어렵다. 알루미늄,

동, 연, 니켈, 주석, 아연, 코발트, 몰리브덴은 LME 등

의 상품 거래 시장이 존재하나 이상의 8종외의 광종은

일반적으로 현금거래 시장에서는 거래되지 않고 양자

간의 계약에 의해 거래되고 있다. 양자 간의 교섭 가격

은 수많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반적인

가격정보를 제시하는 것은 어려우며 동시에 의사결정에

이용가능한 신뢰할 수 있는 가격정보도 결여되어 있

다. 즉 가격정보를 기반으로 공급 증가 또는 수요 삭감

을 위한 행동을 취하기 어렵다. 베이스메탈의 경우,

Fig. 10과 같이 비교적 안정적인 가격추이를 가지고 있

으나 위기금속으로 분류되고 있는 희유금속들은 가격변

동성이 매우 커 과거 추세를 반영하기 어렵다.

위기물질은 대체물질의 한정, 물질집약도 저감의 어

려움, 수요변동의 불확실성 등으로 수요 관리가 어렵다.

단위 제품 당 위기물질 사용량은 적고, 그 비용은 제품

전체비용에서 극히 미약하다. 따라서 위기물질의 가격

에 대폭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해도, 생산자의 비용 및

소비자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다. 그리고 위

기물질의 동등한 기능을 가지는 대체물질 사용이 한정

적이다. 적극적인 연구 개발에 의해 새로운 대체물질이

개발될 가능성도 있지만, 각 기업이 그 연구 개발에 투

자하기 위해서, 현재 사용하는 물질이 높은 가격을 유

지할 것이라는 확실성이 필요한데, 이를 전망하고 행동

하기는 매우 어렵다. 또한 정부의 지원에 미래 에너지

기술에 관한 재무 또는 시장의 장벽을 없애는 등 정부

정책은 미래 기술과 희토류 원소 및 핵심 물질을 포함

한 부품의 수요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으나 장래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마지막

으로 위기물질의 경우 기능재용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소재기술 변화에 수요량 급변하여 안정적 수요를 전망

하기 어렵다. 고성능 최첨단 제품에 대한 요구 증대로

기술혁신이 가속되어 기술주기는 ‘Born and Die’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갈수록 짧아지고 있다. 기술변화 또

는 기술혁신으로 수요가 급증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

로 급감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즉, 중장기적 시

간이 소요되는 광산개발의 생산시점에서는 수요시장이

위축될 경우도 발생하기도 한다. 

위기물질은 부산물의 형태로 생산, 정광 시장 독과점

적 공급구조, 자원개발에 대규모 자금 소요 등 공급구

조가 경직되어 있다. 공급관리의 어려운 요소 중 최대

요인은 위기물질의 대부분이 희유금속으로 부산물의 형

태로 생산되는 것이 많다는 것이다(Table 1). 광산은 1차

생산물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수입을 얻고 있어 기본적

으로 １차생산물의 가격과 수요를 베이스로 조업 규모

Fig. 10. Metal price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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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결정하기 때문에 부산물인 해당물질이 가격이 오른

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공급을 늘릴 수 없다(Fig. 11).

그리고 공급을 늘리려고 해도 공급 능력이 한정되어 있

으며, 가격의 불안정으로 신규 광산 개발 투자 의사결

정이 어렵다. 광산개발은 많은 경우 수십억 달러에 달

하는 자본비용과 통상 10년 정도의 장기의 리드 타임

에 의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즉시 공급량을 늘리는 것

은 어렵다. 또한 희토류의 공급자가 한정되어 그 공급

자의 행동은 직접 시장에 영향을 주기도 하는데 중국의

수출 제한 등으로 2010년의 2사분기와 3사분기 초에

많은 희토류 원소의 가격이 300 ~ 700%까지 상승하기

도 하였다.

4. 결 론 

최근에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위기물질 선정

(또는 리스크 평가)은 대다수 현 시점이 아닌 단중기적

측면에서 수급구조와 기술변화 전망을 기반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위기물질 선정과 이를 관리하기 위한 다양

한 전략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전략은 국가 간 협

력체제 구축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것들

도 있다. 미국 정부와 EU는 원재료의 공급 리스크라는

공통의 과제를 안고 있어, 미국-EU 대서양 경제위원회

(US-EU Transatlantic Economic Council)의 혁신 활동

을 축으로 협력하고 있다. EU와 미국은 국제 시장을

왜곡시키는 원자재 무역 장벽 제거에 협력하고 있으며

재활용 및 대체에 관한 기술과 데이터의 공유도 검토하

고 있다. 또한 유럽위원회, 일본 경제산업성과 미국 에

너지성 공동으로 필수적인 원료 자원의 이용 효율 등에

관한 삼국 워크숍을 2012년 12월 도쿄에서 개최하였다. 

위기물질은 주로 희유금속들이 대상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소재산업이 발달하지 않아 부품 및 소

재의 형태로 희유금속을 수입하고 있다. 그러나 부품소

재산업을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부품

소재에 사용되는 원재료 수급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국가 희유금속 통계 및 희유금속에

대한 수급진단체제가 부재하여 어떠한 금속이 어느 정도

수요 되고 향후 수요 될지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해외의 체계적인 위기물질 선정 및 관리전략 등을 참

조하고, 미래기술의 변화에 따른 원재료의 중요성 및 리

Table 1. Sources of Rare metals

희유금속 생산기원 금속명

① 정 광
텅스텐(W), 희토류(REE), 니켈(Ni), 크롬(Cr), 망간(Mn), 스트론튬(Sr), 안티몬(Sb), 

지르코늄(Zr), 리튬(Li), 붕소(B), 바륨(Ba), 세슘(Cs)

② 동아연 등 제련 부산물
코발트(Co), 게르마늄(Ge), 레늄(Re), 갈륨(Ga), 셀레늄(Se), 텔루륨 (Te), 비스무스(Bi), 

인듐(In), 탈륨(Tl), 하프늄(Hf)

① + ② 혼합 몰리브덴(Mo), 바나듐(V), 니오븀(Nb), 탄탈륨(Ta), 백금족(PGM), 티타늄(Ti), 베릴륨(Be)

Fig. 11. Demand - Supply curve of By-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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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 관리현황을 기초로 우리나라 현시점과 더불어 중

단기적 관점에서 산업구조에 적합한 위기관리 물질 선

정 및 관리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국 내 전

략 마련뿐만 아니라 국제적 협력 구조에 적극적으로 참

여하여 선진 국가의 체제 및 시스템에 대해서 후발주자

로서의 혜택을 누리는 것과 동시에 국제적 위상을 확보

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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