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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e to growing problems securing stable mineral and energy resources with international political and economic

changes, China has dedicated itself to strategies and policies to enhance its stable mineral and energy resources

security. China has established a rare earth elements(REE) industry policy after the abolition of the REE exports

quota system. China’s six large REE companies have also been integrated into REE mining, smelting and refining

companies. Efforts have been increased to enhance China’s energy security through unconventional oil and gas

exploration and development investment, as well as effort in R&D. The country will focus on technology development

and exploration to promote commercial production of unconventional oil and gas based on countries with shale gas.

China is making long-term contracts and joint ventures to ensure the acquisition of reliable mineral and energy

resources from abroad. Government of China has proposed a range of initiatives, such as the integration of resources

development strategies and environmental development strategies, internationalization of resource management, sup-

ply diversification and advancement, strengthening industry linking strategy, grouping and diversification strategy.

Key words : mineral and energy resources security, resources development strategies, internationalization of resource

management, mineral resources in China

국제 정치·경제 상황의 급변에 따라 광물에너지자원 안정적 확보의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기에, 중국은 안정적인

광물에너지자원 확보를 위한 전략과 정책 수립에 만전을 가하고 있다. 중국은 희토류수출 쿼터제 폐지이후에 희토류

산업 정책시행 방침을 수립하였고, 6대 희토류기업이 전국의 모든 희토류 광산 및 정련제련기업을 통합하고자 한다.

중국은 비전통 석유·가스 탐사·개발 투자를 늘리고 적극적인 기술연구개발 등을 통해 중국내 에너지 안보를 제고

하고자 하고, 세계 최대의 셰일가스 부존국가로서 상업생산을 증진하기 위한 기술개발과 조사·탐사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중국은 해외에서 안정적인 자원 확보를 위해 장기계약 추진과 지분투자 또는 공동투자 벤처를 만들고 있다. 중

국은 경제발전과 연동된 자원산업 발전전략으로는 자원사업과 환경산업 발전전략의 통합, 자원관리 국제화, 공급선 다

양화 및 고도화, 산업연계전략 강화, 집단화 및 다각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어 : 광물에너지자원 안보, 자원개발전략, 자원관리 국제화, 중국광물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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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중국은 세계 최대의 주요 광물 생산 및 광물 소비국

으로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통해 글로벌 광물자원 수

급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에너지 부문에서도

동북아는 세계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약 20%를 차지

하며, 그 중 가장 큰 영향은 중국의 지속적인 고도 경

제성장이다. 중국은 상당한 규모의 광물자원을 비롯한

원자재를 수입하여 수출을 위한 상품으로 생산하고 있

다. 그러나 2014년이래의 전세계 경제 재조정과 광산

물 수요의 위축에 따라 글로벌 자원사업의 침체가 이

어지고 있다. 동시에 중국은 광산개발 합리화에 들어

갔다. 시장을 자극하고 광업계의 변화와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지질탐사를 강화하고 광

물자원의 보전과 종합 이용을 증진해왔으며, 관리감독

을 간소화하고 인프라 지원을 개선해오고 있다(MLR,

2015).

최근 중국은 한국의 해외자원개발 위축과는 달리, 꾸

준히 증가와 유지를 지속해오고 있다. 2010년 이후

7~800억달러 수준의 투자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며, 해

외 석유·가스 생산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아울

러 중국정부는 풍부한 외환보유고를 대규모 해외사업

투자 등에 활용하기 시작하여 국가개발은행(CDB), 수

출입은행(China Exim) 등 정책금융기관들이 공격적으

로 자원개발 관련 금융을 지원하고 있다(FKI, 2016).

중국은 광물 자원이 풍부하며 2013년도에 알루미늄,

안티몬, 중정석, 비스무트, 시멘트, 석탄, 형석, 금, 흑

연, 철강, 납, 마그네슘, 수은, 몰리브덴, 인산염암, 희

토류, 암염, 활석, 주석, 텅스텐, 아연 광종에서 전세계

생산 주도국이다. 기타 많은 광물종 생산에서 세계 top

3위 이내이다. 그리고 중국은 안티몬, 중정석, 형석, 흑

연, 인듐, 희토류, 텅스텐의 전세계 수출 주도국이다.

보크사이트, 크롬, 코발트, 구리, 철광, 망간, 니켈, 석

유, 백금족 금속 및 칼륨의 중국 소비는 국내 생산을

웃돌고, 전체 소비의 40%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

다. 광물 무역거래량은 전체 무역량의 약 25%를 차지

한다(USGS, 2015).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중국은 2020

년까지 2010년 대비 GDP를 2배로 증가시키겠다는 목

표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통해 선진 산업

국으로 발전을 하려는 포부를 만든 것이다. 중국의 국

토자원부에 따르면, 중국은 경제사회발전에 따른 지하

자원 수요의 증가로 지하자원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

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중국의 산업화와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지하자원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

나, 핵심 지하자원의 소비 증가율이 생산 증가율을 크

게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중국은 대규모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인

구가 많기 때문에 일인당 지하자원 보유량은 세계 평

균치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핵심

지하자원 생산이 부족한 반면 경제와 사회 전반의 빠

른 성장세는 지하자원 수요의 급증으로 이어져 지하자

원 수급 불균형 추세는 향후 한층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MLR, 2007 & Lee et al., 2014).

중국은 활발한 지질활동 등으로 광상생성에 있어 유

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주요 지하자원 중 추정매

장량이 파악된 지하자원이 이미 삼분의 일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적극적인 조사·탐사·개발 활동으로 많은

종류의 지하자원이 큰 잠재력을 보이고 있다. 현재 중

국은 국가 제1차 에너지원의 92%이상과 사업 원자재

및 중간재의 80%이상, 평균 농업생산의 70%이상을 광

물자원으로부터 얻는다. 중국은 광물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합리적 이용에 중요성을 두어왔고, 지속가능한

개발 국가전략과 이 전략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원보호

를 중요시 하여왔다.

중국의 21세기 첫 20년간의 목표는 모든 부문에서

의 풍요로운 사회건설이다. 중국은 이런 현대화 프로

그램의 수요에 부합하기 위해 중국 내 광물자원의 개

발에 주로 의존할 것이며, 중국 정부는 국내 광물자원

공급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특별히 서부지역에서 풍부

한 시장수요가 있는 광물자원의 탐사·개발을 적극 장

려할 것이다. 동시에, 중국내 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

해 외국자본과 기술을 유치하고 외국시장과 광물자원

을 사용하며, 중국의 자원기업과 광산물이 국제시장에

진입하게 지원하려는 것이 중요한 정부 정책이다. 중

국정부는 외국기업이 중국에 들어오고 중국 자원기업

이 상호 보완적인 자원보유 외국에 교차 진출하도록

하는 것이 공동 번영과 글로벌 광물자원 탐사개발의

건전한 개발이 큰 의미가 있다고 여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 광물자원 확보전략과 개

발활동 분석을 통해 현재 중국 광물자원 시장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광물자원 정책동향을 분석하여 향후 급

변하는 광물자원 시장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자 한다.

2. 중국 광물자원 확보전략 및 개발활동 

2.1. 중국 광물자원 확보전략

현재 중국의 광물산업은 다른 국가와 달리 매우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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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여러 광업회사들이 단일

광산지역에서 흔히 조업을 한다. 중국 국무원은 국토

자원부(Ministry of Land and Resources, MLR), 국

가개발개혁위원회(the 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 NDRC), 기타 기관들에 의해

공동으로 제안된 광산통합계획을 승인했으며, 15개 광

종의 수급통계는 국가 통합계획 대상이다. 15개 대상

광종은 안티몬, 보오크사이트, 석탄, 구리, 금, 철광, 납,

망간, 몰리브덴, 인산, 칼륨, 희토류, 주석, 텅스텐, 아

연이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와 공조하고 있으며, 인수

또는 공동관리계약 등의 방법을 통해 소규모 광산 운

영권자는 대규모 광산권자로의 통합대상이다. 중국 국

유자산감독위원회는 국가소유의 소규모 운영권자의 자

산을 대규모 운영권자로 이전한다. 지난 10년간 중국

정부는 국영기업이 다른부문으로 핵심사업영역을 다양

화하게 했다. 예를 들어 중국 여업유한공사(Chinalco,

Aluminum Corporation of China Limited)는 허베이

성과 운난성의 구리회사와 강소성, 광시성, 스촨성 희

토류 회사의 대주주가 되었다(USGS, 2015).

중국은 희토류수출 쿼터제 폐지이후에 희토류산업

정책시행 방침을 수립하였다. 2015년 말까지 6대 희토

류기업이 전국의 모든 희토류 광산 및 정련제련기업을

통합하고자 하며, 불법 채굴과 제품매매, 탈세 행위 등

을 단속하고 있는 중이다. 또한 국내외 기술교류협력

을 강화하여 신제품·신기술 설계개발에 참여와 스마

트화 생산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희토류 생산과 유

통관리를 강화하고, 세계무역기구 규제에 부합하는 희

토류자원 세제를 개혁하고자 한다(KORES, 2015).

2020년까지 중국의 석탄 소비량은 약 35억 톤을 넘

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2008~2020년까지의 석탄

의 누적 수요는 430억 톤을 넘을 것으로 보이며, 석유

는 각각 5억 톤, 60억 톤, 철광석은 각각 13억 톤,

160억 톤, 정련구리는 각각 730~760만 톤, 1억 톤,

알루미늄은 각각 1,300~1,400 톤, 1.6억 톤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중국의 지하자원개발 전략과 계

획인 전국 광산자원규획(2008~2020년)은 자원절약 및

환경보호를 실행하고 중국 광업의 바람직한 발전을 도

모하기 위한 중요한 시책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 규획

은 지하자원의 탐사, 개발, 이용 및 보호에 대한 지침

을 제시하며, 지하자원의 효과적이고 엄격한 관리를 위

한 초석을 다지는 것으로 규획의 범위에는 홍콩, 마카

오 및 타이완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MLR, 2007 &

Lee et al., 2014). 중국의 석탄자원은 널리 골고루 분

포하지만, 매장량에서는 심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주로 북방에 풍부하며 남방에 적은 편으로서 양쯔강

이북에 대부분이 부존하고 있다. 그러나 풍부한 석탄

부존량 및 생산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모든 산업부문

의 증가로 인해 석탄 순수입국이다.

핵심 지하자원 탐사사업은 석유, 천연가스, 석탄, 석

탄층 메탄가스, 오일셰일, 우라늄, 철, 망간, 구리, 알루

미늄, 납, 니켈, 텅스텐, 주석, 금, 칼리암염, 인 등 지

하자원에 대한 탐사를 강화하는 것으로서, 그 중 석유·

가스자원 탐사의 강화는 보하이만(渤海灣), 쑹랴오(松

遼), 타림분지(塔里木盆地), 오르도스(鄂爾多斯) 등 11

곳의 주요 석유·가스 부존 분지에 대한 탐사를 강화

하여 확인매장량 증가시키고자 한다. 핵심 금속광물 탐

사를 강화하고 자원기지를 건설하기 위하여 16곳의 중

점 광상생성지대에 대한 탐사를 진행하고, 2015년까지

5곳 이상의 초대형 광상을 확보하며 국가 차원의 계획

및 건설에 필요한 금속 지하자원기지를 30곳 이상을

건설하고자 한다(Lee et al., 2014). 

2.2. 중국 광물자원개발 활동 분석

중국은 2014년도에 지질탐사에 1,145억위안을 투자

하여, 신규로 249건의 중대형 규모의 유전을 찾았다.

돋보이는 성과는 석유와 가스자원의 탐사에서 달성되

었는데, 셰일가스의 지질학적 매장량 1,068억m3의 발

견이다. 신규발견 석유의 지질학적 매장량은 106억톤

이며, 천연가스는 9,438억m3에 도달하였다. 45개의 주

요 광종에서는 36종의 광물의 매장량과 자원량이 증가

하였고, 5개 광종은 감소하였으며 4개는 변동이 없었

다(MNR, 2015). 주요 증가는 에너지 및 철질 광물의

매장량 및 자원량의 증가이다. 그중 전년대비 석유의

기술적 회수가능 매장량이 2.0%까지 증가하였고 천연

가스는 6.5%까지 증가하였다. 석탄의 매장량과 자원량

은 3.2%까지 늘어났으며, 철광석은 5.6%, 망간은

18.5%, 구리는 6.3%, 보크사이트는 3.2%, 금은 9.4%

까지 증가하였다. 대부분의 비금속 광물의 매장량 및

자원량의 전년대비 증감은 상이하였는데, 석고가 18.4%

증가하고 칼륨이 11.3% 증가한 반면, 중정석과 규조토

는 감소하였다(Table 1). 

중국의 석유·가스자원은 주로 대규모 퇴적분지에

분포하며, 자원량 및 매장량, 산출량의 80% 정도가 보

하이만과 송랴오, 타림, 오르도스, 준거얼, 주강하구 등

에서 차지한다. 중국 전체의 전통 석유·가스자원 잠재

력 평가로는 2014년 말까지 석유의 지질학적 자원량은

1,085억톤이며, 이중에서 268억톤이 회수 가능하고, 전

통 천연가스는 지질학적 자원량은 68조m3이고 40조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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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수가능하다. 셰일가스는 134조m3가 지질학적 자

원량이며 25조m3가 회수가능하고, 석탄층메탄가스(CBM)

는 36.8조m3의 지질학적 자원량에 10.9조m3가 회수가

능하다. 일반적으로 천연가스는 석유보다 더 큰 잠재력

을 가지며, 중국의 천연가스 매장량과 생산은 장래에

는 더 빨리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중국의 25개

의 주요광물의 잠재력 평가는 광물자원의 평균 발견율

이 30.3%정도로 높은 탐사잠재력을 보여준다. 석탄자

Table 1. Variation progress of major mineral and energy resources in China from 2013 to 2014(MLR, 2015)

Name of Mineral Unit 2013 2014 Increase or Decrease (%)

Coal trillion tons  1.48  1.53 3.2

Oil brillion tons  3.37  3.43 2.0

Natural gas trillion cubic meters  4.64  4.95 6.5

Shale gas trillion cubic meters - 25.46 -

Iron ore billion tons of ores 79.85 84.34 5.6

Manganese ore billion tons of ores  1.03  1.22 18.5

Chromite million tons of ores 11.42 11.62 1.8

Vanadium V2O5 million tons 57.13 60.75 6.3

Titanium TiO2 million tons 760 762 0.9

Copper million tons of metals 91.12 96.90 6.3

Lead million tons of metals 67.37 73.85 9.6

Zinc million tons of metals 137.38 144.86 5.5

Bauxite billion tons of ores 4.02 4.15 3.2

Nickel million tons of metals 9.01 10.17 12.9

Cobalt thousand tons of metals 637.0 670.0 5.3

Tungsten WO3 million tons 7.014 7.205 2.7

Tin million tons of metals 4.255 4.189 -1.6

Molybdenum million tons of metals 26.20 28.26 7.9

Antimony million tons of metals 2.629 2.840 8.0

Gold tons of metals 8,974.7 9,816.0 9.4

Silver thousand tons of metals 223.0 237.0 6.3

Platinum group metal tons of metals 372.4 372.3 -0.04

Strontium million tons of celestine 45.67 45.67 0.0

Magnesite billion tons of ores 2.89 2.91 0.7

Fluorite million tons of minerals 211 223 5.7

Refractory clay billion tons of ores 2.51 2.52 0.5

Pyrites billion tons of ores 5.69 5.83 2.4

Phosphate rock billion tons of ores 20.57 21.45 4.3

Potash KCl billion tons 1.01 1.12 11.3

Boron B2O3 million tons 76.136 76.225 0.1

Mirabilite Na2SO4 billion tons 111.30 117.09 5.2

Barite million tons of ores 312 305 -2.2

Cemented-producing limestone billion tons of ores 119.88 123.51 3.0

Gass-making siliceous-rock billion tons of ores 7.34 7.58 3.3

Gypsum billion tons of ores 85.04 100.72 18.4

Kaolin billion tons of ores 2.50 2.67 6.5

Bentonite billion tons of ores 2.80 2.87 2.7

Diatomite billion tons of ores 0.47 0.45 -3.9

Veneer graphite billion cubic meters 2.59 2.67 3.2

Veneer marble billion cubic meters 1.51 1.56 3.4

Diamond kilograms of minerals 3,396.5 3,396.5 0.0

Crystalloid graphite billion tons of minerals 0.22 0.22 0.0

Asbestos million tons of minerals 90.724 91.646 1.0

Talc million tons of ores 277 276 -0.4

Wollastonite million tons of ores 160 160 0.0

※That of petroleum, natural gas and shale gas is technologically recoverable reser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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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 심도 2,000 m 이내에서 잠재력이 3.88조 톤이었고

회수가능한 양은 29.6%이다(MNR, 2015)(Table 2).

2014년도에 중국에서의 신규 발견 석유의 기술적으

로 회수가능한 매장량은 1.9억톤이며, 천연가스는

4,749.6억m3이고 셰일가스는 266.9억m3이었다. 석탄은

신규발견 매장량 및 자원량은 561억톤이었다. 철광석

은 43억톤, 납은 597만톤, 아연은 608만톤, 보크사이트

는 1.8억톤, 텅스텐은 345천톤, 금은 835톤, 은은 15

천톤, 황철광은 1.76억톤, 인산염은 10.3억톤이었다

(MNR, 2015)(Table 3). 

중국은 2014년말 기준으로 393만 km2의 등록면적에

1,030개의 석유·가스 탐사권이 있다. 이는 전년대비

Table 2. Major mineral and energy resources potential in China (MLR, 2015)

Minerals Unit Predicted Resources Discovery Ratio (%)

Coal trillion tons 3.88 29.6

Iron ore billion tons of ores 196 33.1

Manganese ore billion tons of ores 3.52 31.7

Chromite million tons of ores 55.56 23.6

Copper million tons of metals 304 29.5

Lead million tons of metals 235 30.5

Zinc million tons of metals 511 28.9

Bauxite billion tons of ores 17.97 20.3

Nickel million tons of metals 24.51 34.6

Tungsten WO3 million tons 29.73 24.6

Tin million tons of metals 18.61 30.7

Molybdenum million tons of metals 89.60 24.9

Gold thousand tons of metals 32.7 32.2

Silver thousand tons of metals 726 36.1

Magnesite billion tons 13.14 19.1

Boron B2O3 million tons 189 33.5

Barite billion tons 1.44 25.0

Table 3. Newly-discovered reserves and resources from exploration in China (MLR, 2015)

Minerals Unit 2013 2014

Coal billion tons 67.3 56.1

Oil million tons 200 190

Natural gas trillion cubic meters 381.60 474.96

Shale gas trillion cubic meters - 26.69

Iron ore billion tons of ores 2.65 4.3

Manganese ore billion tons of ores 110 190

Copper million tons of metals 2.61 4.95

Lead million tons of metals 4.46 5.97

Zinc million tons of metals 13.89 6.08

Bauxite million tons of ores 240 180

Gold thousand tons of metals 758 836

Silver thousand tons of metals 13 15

Tungsten WO3 million tons 203 345

Tin million tons of metals 130 8.7

Molybdenum million tons of metals 4.61 1.98

Antimony thousand tons of metals 137 246

Pyrite million tons of ores 79.81 176.46

Phosphate rock million tons of ores 440 1,030

Potash KCl million tons  - 70.42

※That of petroleum, natural gas and shale gas is technologically recoverable reser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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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권은 3.6% 감소 및 탐사면적은 4.9% 감소된 것이

다. 한편 광물탐사권은 전년대비 4.6% 감소된 1,269건

이 새로 승인되었고 새로 늘어난 조사지역은 전년대비

29.2%까지 감소한 32,600 km2가 등록되었다. 새로 승

인된 개발권은 전년대비 17.6%가 늘어난 2,305건이며,

신규 개발지역은 전년대비 38.7% 감소한 1,165 km2

이었다. 신규 증가 설계생산용량은 연 5.8억톤으로

9.7% 증가하였다. 2015년도 상반기에 석유·가스를 제

외한 457건의 광물자원 탐사권이 새로 승인되었으나,

전년대비 23.4% 감소한 것이며 조사면적은 9.2% 감소

한 11,200 km2이 새로 등록되었다. 신규 승인된 개발

권은 1,002건으로 매년 19.0% 증가하고 있고, 신규

등록된 개발지역은 984.89 km2로 매년 48.4%가 증가

하였다. 중국에서는 2014년말까지 석유·가스를 제외

한 광물자원 탐사권은 611,500 km2 면적에 30,000건

이 있다. 매년 탐사권은 5.2% 감소하고 면적도 9.1%

씩 감소한다. 개발권은 82,000건이며 등록면적은

104,400 km2인데, 개발권은 매년 9.6% 감소하고, 개발

면적은 1.5%씩 감소하고 있다(MNR, 2015)(Table 4).

2.3. 중국 광물자원 정책동향

중국은 자원부국이나 1인당 자원량은 상대적으로 적

은 편이다. 몇몇 광물자원은 전 세계에서 지배적 위치

에 있는 반면에 석유, 구리 및 니켈 등 중요 광물자원

은 수요부족을 겪고 있으며 해외 의존율이 높은 상황

이다. 최근 국제 정치·경제 상황의 급변에 따라 광물

자원 안정적 확보의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기에, 중국

은 안정적인 광물자원 확보를 위한 전략과 정책 수립

에 만전을 가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은 일본과 미국의

자원정책을 벤치마킹하여 중국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

려고 노력하고 있다(Zhang F. et al., 2015).

중국의 경제성장은 미래에는 점차 감소할 것이나 자

원수요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석탄, 구

리 및 알루미늄은 점차 감소할 것이며 청정 에너지,

석유 또는 천연가스, 희토류, 백금, 니오븀, 탄탈륨 및

형석 등의 전략광물 및 유망 산업자원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중국의 자원개발 성공률은 매

우 높으나, 지속가능 공급 역량은 악화될 것이며 중국

내 자원의 외부 의존도는 높을 것이다. 중국은 스스로

정책진단에서도 자원정책을 크게 2가지 측면에서 변화

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첫째, 해외자원의 사용 극

대화 및 국내자원의 합리적 보존으로의 변화이다. 둘

째, 해외자원의 획득 및 소유관점으로부터 글로벌 자

원의 관리전략으로의 변화이다

전체량과 수출 쿼터 통제는 중국의 국내 충족 및 공

급 우세 광물자원의 주요관리정책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런 정책적용 덕택으로 이들 광물의 생산량은 최근에

감소하였으나 몇몇 문제점이 나타났다. 불법 광산개발

이 성행했고 그래서 전체량 통제효과가 만족스럽지 않

았으며 최근에는 안정적인 자원 공급력이 점차 감소하

였다. 그러나 중국내 정련제련 생산규모는 적절히 통

제되지 않았고 더 많은 광석개발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막대한 1차 생산품이 저가에 수출되었다. 수출 쿼터는

본질적으로 수출을 줄이는 것이기에 최근에 중국의 우

세 광물자원 수출량은 감소하였으나, 이러한 규제는 개

발도상국의 더 많은 수출량 요청에 시달리게 하였으며

무역 분쟁이 유발되기도 했다. 중국의 우세 광물자원

수출 쿼터관리제도 및 중국의 우세광물자원관리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중국내에서 인식하고 있다. 우세 광

물자원 관리정책이 수출관리에 집중되어야 하고, 과거

의 광산개발 규모와 수출 쿼터 통제는 중국내 수요에

부합하도록 변화할 것이고 광산개발과 제련용량의 균

형을 유지하고 고순화 처리산업의 개발을 지원할 것이

다. 중국 우세광물자원의 적절한 법령과 규제 개선은

산업을 지원하고, 자원개발 관련 세제와 생태-환경적

보상비용을 감안하며 감독관리를 강화하고자하는 관점

에서 중국의 우세광물자원 관리 및 이의 지속적 개발을

증진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Gao T. et al., 2015).

중국은 자원안보 측면에서 중국자원 종합 대외의존

도, 중국광물자원 채널 의존도, 중국광물자원 지역의존

도 등 3개의 지표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해외자원수급

안보 평가시스템’을 최근에 구축했다. 이 시책에서의

중국의 목표는 체계적으로 광물자원에 관한 전반적인

안보상황을 분석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이며, 각각 지표

Table 4. Non-oil and gas exploration and exploitation rights by the end of 2014 in China (MLR, 2015)

Item Number Year-on-year Change (%) Registered Area (104 km2) Year-on-year Change (%)

Exploration right 30,480 -5.2 61.15  -9.1

Inc.: New  1,269 -4.6  3.26 -29.2

Exploitation right 82,450 -9.6 10.44  -1.5

Inc.: New  2,306 17.6 0.1165 -38.7



중국의 광물자원 탐사개발 관련 최신 정책 고찰 207

에 대한 수입소비 전체 가치를 계산하는 계산모델을

구축하고 수입, 수출 및 소비에 관한 주요 39종의 광

물자원 데이터를 수집했다. 이를 통해 2013년도의 중

국자원 종합 대외의존도는 41.2%이었고, 중국광물자원

채널의존도는 말라카해협 46.3%를 포함하는 남해채널

이 68.1%, 태평양노선이 19.2%, 육상채널이 17.2%로

환산되었다. 아울러, 중국광물자원 지역의존도는 중동

26.9%, 대양주 15.9%, 중남미 13.6%, 구 소련

12.2%, 아프리카 15.0%, 동남아 6.8% 등으로 환산했

다(Table 5). 이에 따르면, 중국은 광물자원의 해외수급

의존도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남중국해의 말라카해

협을 경유하는 채널 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의 수입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급

리스크를 갖고 있는 것을 정량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에 중국은 적극적으로 육상을 경유하는 광물수입 비

중을 늘리려고 노력하며 광물자원의 비축 및 역량도

강화하려 한다(Li Y. et al., 2015).

중국은 광물자원 안보는 경제·사회발전에 필요한

광물자원을 확보와 생태환경의 지속적인 개발을 유지

하는 국가의 역량에 좌우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중국

의 빠른 산업화와 도시화는 더 많은 광물자원을 필요

로 하는데, 현재의 개발방식과 관리대로라면 광물자원

수급불안과 부족에 따른 위기는 중국의 전반적인 경제

성장에 병목현상을 초래할 것으로 보고 있다(Zhao Y.

et al., 2011). 중국 석탄광산은 과도한 세금, 대규모

노동자 투입, 비효율적인 감독관리 등 여러 현안이 표

출되어 있으며, 지속개발이 가능하도록 마땅한 정책이

강구되어야 하고, 좀더 합리적이며 과학적인 방향으로

석탄광산을 전환해야 할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Zhao Y.

et al., 2014). 한편 중국은 광물자원 개발에 따른 생태

적 보상을 개선하고 이를 확립하기 위해 대책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Li L. and Zhu Q, 2010).

중국은 일본의 해외자원개발계획을 분석하고 이를

적극 벤치마킹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중국이 판단하기

에 무엇보다도 일본은 공공기관간의 협업과 연계가 순

조롭게 잘 이뤄지고 있으며, 일본석유천연가스금속광물

자원기구(JOGMEC, Japan Oil, Gas and Metals

National Corporation), 일본 국제협력은행(JBIC, 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일본 수출보험공

사(NEXI, Nippon Export and Investment Insurance),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등이 연계하고 있다. 이들 관련 기관들은 해

외자원개발을 추진하는 일본의 자원기업에 전주기 지

원을 순조롭게 하고 있는데, 초기 광역조사·탐사에서

부터 정밀 지질조사, 관련 세금감면, 광산개발·운영,

선광·제련, 슬래그 리사이클링 기술개발, 투자 및 자

금조달, 허가신청, 채무보증, 광산생산기술 및 기술인

력의 교육훈련까지를 총망라하여 지원 및 협조를 연계

하고 있다(Ya J. et al., 2015). 중국에 의한 일본의 해

외광물자원 확보시스템 분석결과(Peng Y. et al.,

2010)를 보면, 치열한 국제적 경쟁 하에서도 일본의 확

보능력은 확보 시스템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고 평가하

였다. 일본정부, 광물자원기관 및 기업 간의 완벽한 소

통채널이 있었고, 이를 통해 해외광물자원의 공급망이

보강되어 왔으며 거시적 차원에서 일본 정부가 다양한

프로젝트를 착수하였고, JOGMEC과 JBIC 등의 실행

기관이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수행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산업화에 따라, 부득이 부족한 원자재 확보를 위해

해외수입 뿐만 아니라, 낙후된 중국 서부에서의 수급

Table 5. China overseas security indicators of mineral resources in 2013                                                                      (unit: %)

Mineral resource comprehensive 

dependence by China on foreign supply

Dependence on mineral 

resources supply channel

Dependence on imports 

from different regions

41.2

South Sea Channel

(Strait of Malacca)

68.1

(46.3)

Middle East 26.9

Oceania 15.9

Pacific routes 19.2 Africa 15.0

Land Channel 12.7

Southeast Asia  6.8

Europe  1.9

Central and South America 13.6

North America  2.8

Former Soviet Union 12.2

Other Asia (Mongolia)  4.8

Total 100.0 Total 100.0

※Source: Li Ying et al.(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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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 자원개발이 활발히 이뤄지는 반면에 어두운

결과도 함께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최

근 중국은 서부 내륙지역에서의 자원개발을 활발히 추

진하면서 개발에 따른 손익분석도 활발히 하고 있다.

중국이 추진하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의 광물자원

개발 및 이용은 그 자역의 경제·사회·자원·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인데, 특히 그곳으로부터의 자원

확보를 비롯하여 투입 산출, 수입 분배, 자원개발이 초

래하는 빈부격차와 산업의 파괴 등을 유발하는 네덜란

드 병(자원의 저주, resource curse), 산업연관효과, 고

용효과, 지질재해 영향 등이 심각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신장 위구르 지역은 광물자원이 풍부하게 부

존한 덕택으로 광물자원 개발이 점차 지역의 중점산업

이 되고 경제성장과 투자 증가가 두드려지고 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의 동력은 광물자원의 가격

의 영향에 좌우되며, 산업구조의 단순화와 중공업의 발

달이 어쩔 수 없이 자원의 저주로 이어질 수 있다

(Zhang X. et al., 2011).

현재 중국내에서 개발되고 있는 광산에서의 유용 광

물자원 추출과 선광제련 활동은 이해 당사자의 수입증

가를 만들었지만 이윤의 배분은 본질적으로 불평등하

였다. 신장 위구르 지역의 광산개발에서의 수익배분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업 비중은 각각 73%, 19%,

8% 이었다. 기업도 이익을 얻을 수 있고 기업에 고용

된 사람과 지역주민들도 간접적으로 수익을 공유하고

자 하였지만, 사실상 광산개발은 관련 산업의 발달을

이끄는 역할이 상대적으로 미약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단지 고용기회만 제공하는 수준으로서 지속적인 고용

을 증가시키지도 않고 인적자본의 축적과 과학기술의

혁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Zhang X. et al., 2011). 지금까지의 중국내 광물자원

추출과 선광제련 활동은 흔히 지질재해 및 산업 폐기

물 가스방출, 고체 폐기물, 폐수 및 오염원, 토지점유,

대규모 수자원 소비를 발생시켰는데, 주요 이해당사자

간에 이런 광산개발에 따른 파급효과 및 폐해의 영향

은 매우 상이하였다. 중앙정부는 광물자원 개발이 국

가차원의 경제·자원안보를 보장하고 국가 수입을 증

대시켰으나 국토환경에는 치명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반면 지방정부는 광물자원 개발이 경제성장을 크게 향

상시키고 지방 세수 수입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였으나, 자원개발 활성화에 따른 산업구조 단순

화와 중공업 발달은 결국 네덜란드 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하였다. 신장위구르 지역에서의 자원개발에

따른 경제 활성화가 단순히 교육과 과학, 기술을 위한

지출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하였고, 결국은 인재 유출

및 상대적인 과학기술 퇴보를 만들었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의 자원개발은 지역주민 대

부분에게 이익과 더불어 문제도 함께 남기고 있다.

전 세계의 비전통 석유·가스 자원은 풍부하며 탐

사와 개발활용을 위한 활동이 더욱 증가하였기에 전체

에너지 공급량의 증가로 이어지고 글로벌 지정학적·

경제적 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중국

의 비전통 석유·가스 잠재력은 막대하나 탐사개발은

초기단계로 평가되고 있다. 아직은 매장량과 생산 증

가율은 명백하지만 여전히 초기단계이고 많은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고 자체 진단하고 있다. 또한 비전통 석

유·가스 개발을 증진하기 위해, 중국은 가스하이드레

이트 개발연구를 하고, 중국 전체의 석유·가스 부존

분석을 하고 있으나 아직은 미흡한 상황으로 평가하고

있다. 향후 지질조사·연구 기반이 불충분하고 상대적

으로 자원개발 비용이 과다한 한계점 등을 감안하여

중국내 지질조건을 감안한 기술개발 및 중국 정부의

정책지원 노력도 좀 더 강화되어야 하며, 자원개발에

따른 환경적 측면에서의 고려사항 등이 좀 더 구체적

이어야 할 것이라 보여진다. 이러한 평가결과를 바탕

으로 중국 정부 당국은 비전통 석유·가스 탐사·개

발에 더 많은 관심과 조사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적극적인 기술연구개발과 혁신 메커니즘 탐구 지속, 시

장개방 강화, 탐사·개발과정에서의 환경적 보호 작업

및 중국내 에너지 안보 제고를 통해 생태적 환경 구축

을 증진하려고 한다(Zhang D. et al., 2015).

중국은 세계 최대의 셰일가스 부존국가로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상업생산을 증진하기 위한 기술개발

과 가채 매장량의 확충을 위한 조사·탐사활동에 매진

하고 있다(Lee et al., 2014). 중국의 셰일가스 개발은

향후 발전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중

국의 셰일가스층들은 북미의 셰일가스 부존과는 달리

유기물이 풍부한 해성환경 뿐만 아니라 호성 및 하성

등 육상환경에서도 존재하는 복잡한 지질구조를 갖고

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심부에 부존하는 셰일지층의

특성과 개발에 필요한 수자원 부족, 인프라와 기반시

설 부족 등과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단기적인 개발은

어렵다고 분석되고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복잡한 지

질학적 특성 중심의 개발비용과 시간문제를 해결하는

중국내 환경에 적합한 독자적인 신기술을 확보한다면,

중국 셰일산업의 발전 속도는 매우 가속화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미 충칭지역의 광구에서

가채자원량을 확인하여 북미지역 이외에서 최초의 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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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스 상업개발을 달성하였다(Lee et al., 2015).

중국은 신재생에너지에 사용할 중·저온 지열자원

도 풍부하다. 고온의 지열자원은 주로 티벳 남부와 스

촨성 서부, 윈난성 서부지역에 분포하고 있으나 이를

활용한 지열실용화 개발은 아직은 초기단계로서 본격

적인 지열발전산업은 요원하다고 할 수 있다. 지열자

원개발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가적인 핵심기술

연구개발의 추진과 지열자원탐사 프로젝트 착수, 지열

개발산업의 조속한 정책개발 활성화, 지열수자원 충진

기술 개선, 지열자원 관리를 위한 법규제정 등의 정책

수립과 시행을 필요로 하고 있다(Zhou Z., 2015).

중국의 제1차 에너지 소비구조로 보면(Shi Z., 2015),

석탄자원은 상대적으로 풍부하여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서 중국내 에너지 소비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

계 석탄생산 전체의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를 충족하기 위해 채굴하는 석탄으로 인해 환경적

이슈, 산업재해, 자원파괴 및 여타 문제점 등이 내재하

고 있 다. 그래서 중국은 청정 석탄 광산개발 기술 확

보를 매우 중요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단기간

내에 개선될 수 없으나 합리적인 석탄자원 개발과 이

용이 중국의 미래 에너지 전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광산개발, 순환

경제, 청정 광산개발 등의 관점으로 추진되도록 중국내

전문가들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Wang J.

et al., 2015). 

중국은 에너지광물자원 이외에도 타 광물자원 확보

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수행되고 있다. SWOT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광물자원 개발과 이용에서 강점과 약

점, 기회, 위협요인에 따라 일반적 여건과 개발, 활용

을 분석하고 해당 지역에서의 현재 여건의 분석체계를

정립하였고, 강점을 활용하고 위협을 회피하는 전략에

의한 개발과 활용방안의 제안을 내몽골 지역에서 시도

하였다(Li J. et al., 2010). 전 세계 최대 금 생산자로

서 중국의 금 부존은 대륙 순상지뿐만 아니라 과거 대

륙의 주변부를 따라 조성된 조산대에도 주로 분포하고

있다. 주요 금광상 중에서 세계적 규모의 금광산은 중

국 북부 순상지의 동부에 있는 자오둥 반도(膠東半島)

에 위치하고 있다. 중국의 금 매장량은 꾸준히 증가하

여 2005년도에 약 4,614.70톤에서 2010년도 6,864.79

톤으로 48.76%가 증가하였다. 지난 10년 동안에 70%

까지 생산비율이 늘어났으며 2008년도에는 연간 300

톤을 생산으로 세계 최고 금 생산국이 되었다. 중국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3년 0.21%에서 2010년

0.58%에 도달한 바 있다(Zhang R. et al., 2015).

중국은 최근 10년간의 글로벌 수급 비교분석을 통해

중국내 광산개발에서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중

국의 계획광산개발 규모는 텅스텐 자원의 광산개발과

보호, 이용에 성과를 보였으나 계획광업, 포괄적 활용,

수출입 및 적용에서 여러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광산개발 제한과 포괄적 활용 강화, 탐사투자에의 중

점 지원을 정부가 하였다. 이를 통해, 거대 자원개발

전문기업을 창업하며 기업-정부간 갈등을 줄이고자 하

였다(Qi k. et al., 2009).

중국은 자국의 경제발전이 다음과 같은 자원산업 발

전전략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첫째,

자원사업과 환경산업 발전전략이 통합되어야 한다. 자

연재생의 관점에서 자원과 자원관리, 자원개발로 인한

환경문제가 각각 다른 정부기관 소관이지만, 자원개발

과 환경보호를 통합 관리하여야 한다. 환경보호와 재

생자원의 촉진 및 효율적인 자원이용, 자원개발과 재

해예방이 결합되어 전체 생태계 활동으로 이뤄져야 한

다. 둘째, 자원관리 국제화전략이어야 한다. 자원의 자

급자족을 위해 국내자원을 남획하며, 관련 기술은 낮

고 노동생산성과 자본, 토지 등의 최적 조건을 조성하

지 않았으며 영업이익이 적었기에, 결국은 국내 자원

의 적절한 관리가 미흡했고 경제성 향상이 부족하였다.

셋째, 다양화 및 고도화 전략이 있어야 한다. 중국은 1

인당 자원량은 작으나 전체 부존자원량은 막대하다. 산

업선진국으로의 발전 등을 위해서는 자원 확보 다양화

및 활용 고도화가 필요하다. 넷째, 산업연계전략을 강

화하여야 한다. 집약형 국가경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연

계수준과 자원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전체 중국

경제구조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킨다. 다섯째, 집단화 및

다각화 전략을 추진하여야 한다. 현재 많은 자원기업

이 어려운 환경에 있고 인력이 과잉이며 발전예산이

부족하고 경영규모가 작으며, 자산운용이 작으므로 합

병 등으로 공동사업기반을 마련하고 자원산업 여건을

개선하려 한다(Wang J., 2010).

중국은 광물자원에 대한 자원세 및 광물자원 보상을

개선하려고 한다. 법에 근거한 징세 및 적극적인 세율

제도 구축, 지불형태와 배분비율 등을 합리적으로 하

고(Guo Y., 2009), 중국이 우세한 전략 광물자원의 생

산과 조절의 문제점과 필요성도 검토하고 있다(Bo X.

et al., 2009). 중국에서는 광업권과 탐사권의 거래가

가능하다. 광업권의 자금조달과 이전, 인수, 합병에서

광업권 평가가 좀 더 중요하게 되었는데, 광업권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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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잠재량과 매장량 외에도 자연지형과 인프라, 안전

성, 환경, 광업기술, 세금 등을 포함하고 있다(Xiao R.

et al., 2009). 

상당수 광물자원은 재활용될 수 없으며, 광물자원의

전통적인 개발은 막대한 폐기물을 만들어내고 환경을

파괴하는 고 소비, 고 에너지, 고 오염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광물자원은 전통적 이용보다는 재활용 방

법이 적극 강구되어야 한다. 중국은 허난성에서 사례

연구를 통해, 광물자원 탐사, 광산개발, 선광제련, 폐기

물 활용, 광산물로부터 리사이클링 경제를 추진하였다

(Yuan Z. et al., 2009). 광물자원은 국가 경제발전의

기반뿐 만아니라, 국가 안보를 보장한다(Deng X. and

Jiang Z., 2009). 선진공업국들은 다국적 회사를 통해

탐사, 개발 및 통합에 의해 글로벌 광물자원에 대한

강한 영향력과 조정능력을 갖고 있다. 중국은 광물자

원 수급안정이 국가 산업화 목표와 중국의 다음 단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인 것이다.

중국의 빠른 경제성장은 광물자원의 공급 급증에 기반

을 두고 있다. 그러나 회수불가능한 광물자원이 많이

사용되었고 경제발전에 따른 수요에 적절히 부합하지

는 못하고 있다(Fu L. and Zhong B., 2008). 광물자

원 구조조정 이후에는 자원개발기업들이 대폭 줄었으

나 규모나 경쟁력은 향상되었기 때문에 광업기술과 개

발, 안전장비 및 환경에 도움이 되었다. 2009년도의 글로

벌 경제위기는 중국기업에도 영향을 가져왔고 공업생

산 감소로 이어졌는데, 이것이 오히혀 광물자원 구조

조정의 기회로 이어졌다(Zhang F. and Hu Z., 2009).

중국은 광물자원이 재생 불가능한 자원이며, 자원절

약과 환경 친화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순환경제

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장시동업집단

공사(Jiangxi Copper Corporation, JCC)에 대해 광물

자원 개발과 활용의 순환경제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사

례연구를 보면(Hu Z. and Wang Q., 2007), 기업이

최소한의 자원비용과 환경오염으로 경제적 이익을 최

대한 실현하는 순환경제개발을 위해서는 과학기술 혁

신과 폐기물 재사용핵심기술 개발 및 이들 기술을 적

용한 생산품에 반영하여 자원절약사회 구현에 대한 책

임 강화와 순환경제의 생산 네트워크를 개선하고 공고

히하여야 한다. 중국 정부도 순환경제개발을 위해서 새

로운 메커니즘 수립과 법·제도의 정비 및 관리를 강

화하여야 할 것이다.

중국은 광물자원개발 전략적 환경평가 시스템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SEA) 구축을

시도하였다(Liu Z. et al., 2007). 이를 위해 문서화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전략적 환경평가시스템과 광

물자원 개발의 여러 유형의 역할 등을 분석하였다. 광

물자원의 천연·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전략적 환경평가시스템의 원칙과 지표를

수립하였다. 광물자원의 전략적 환경평가 시스템의 지

표체계는 탐사전략과 사회경제, 생태환경의 상황과 환

경을 감안하고 있다.

미국이 가장 필요로 하며 수입에 의존하는 많은 광

물과 금속의 글로벌 주도 생산 및 소비국이 바로 중국

이다. 미국은 중국 지배력이 큰 원자재의 수급문제를

안정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며, 대체공급원, 대체물질의

개발을 노력하고 있으며, 미국 의회는 미국과 유럽, 일

본에 의해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여 중국으로부터 승

소한 희토류 수출제한과 같은 자유무역 이슈에 관심을

더욱 지속할 것이다. 가까운 미래에 중국은 빠른 도시

화와 중산층 증가, 고부가가치와 고품질 공산품의 생

산제조 증가와 소비증가가 기대된다. 그러나 이런 중

요 원자재 및 금속이 믿을만한 공급자로부터 미국경제

에 지속 공급될 수 있을 지가 의문이다. 중국이 외부

와의 원자재 확보경쟁을 하면서 수출대신에 중국내 제

조분야를 위해 더 많은 원자재와 금속을 사용한다면

많은 문제점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이런

필요 자원을 해외에서 확보하려고 장기계약을 추진하

면서 지분투자 또는 공동투자 벤처를 만들었다. 아직

은 중국의 글로벌 광업계에서는 신진이다. 그러나 최

근에 글로벌 지향 정책을 추진하여 전 세계에서 가장

공격적인 원자재 구매국가가 되었는데(Humphries, M.,

2015), 중국 정부가 수많은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광업

계를 통합하여 비효율적 요소를 제거하고자 하고 있으

며 특정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통합목표를 제시하였다.

3. 결론 및 시사점

현재 글로벌 셰일가스 산업혁명과 초저유가 지속으

로 인해 우리나라와 같은 에너지 수입국에게는 많은

기회가 놓여있다. 지금까지 전통가스는 탐사부터 생산

후 현금화까지 약 8년이 소요되었으나 기술혁신으로

인해 셰일가스는 단지 두달만에 현금화가 가능한 상태

가 되었다. 아울러, ICT 등이 융합된 자원개발 기술혁

신으로 기존에 650만 달러에 달하던 셰일가스 광구 개

발비용이 이제는 10% 수준에도 못 미치는 50만 달러

수준이 되었다. 글로벌 광물·에너지자원 시장은 단기

간 내에 과잉 공급이 될 것이며, 아시아 국가에서의

수요-공급의 불일치가 2020년 이후 더 점점 뚜렷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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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에 따라, 글로벌 자원시장에서 아프리카 지

역의 역할이 중요시 될 것이다. 비전통 석유·가스자

원의 개발과 함께, 미국은 신규 에너지 공급국가가 되

었고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 에너지 및 지정학적 측면

에 지대한 영향을 가져오고 있다.

중국의 자원분야에 대한 투자는 막대하다. 2014년도

에는 1,145억위안을 지질조사에 지출하여, 249건의 신

규 중대형 규모의 유전을 발견하였다. 돋보일 만한 성

과는 석유·가스자원의 탐사에서의 셰일가스 지질학적

매장량이 막대하다는 것이다. 45개 주요광물중에서도

36개 광물의 매장량과 자원량이 증가하였다. 25개 주

요광물의 잠재적 평가에서는 광물자원의 평균 발견율

이 약 30.3%에 도달하는 막대한 탐사잠재력이다. 그럼

에도 중국의 전체 광물교역(2014년도)은 1.08조달러 규

모로서 매년 5.7%씩 증가하고 있으며, 2.91억톤의 석

탄과 3.38억톤의 석유, 9.33억톤의 철광석이 수입되고

있다.

중국정부는 2014년도에 탐사와 개발 등록, 탐사 및

광업권이전 등의 관리법령을 수정했고, 지질환경모니터

링 관리법과 국토자원 관리처분 조치법령을 발표하였

으며, 23개의 광물자원에 관한 검사 및 승인을 삭제하

는 등 적극적인 행정규제 개선에 노력하였다. 2014년

말까지 육상지역에서의 1:5만 축척의 기본 지질조사가

국토의 31.7%를 수행하였고, 1:25만 축척의 광역지질

조사는 61.7%를 각각 달성하였다. 1:1백만 축척의 광

역지질도는 중국의 관할의 전체 해양지역까지를 포함하

고 있다. 2014년도에 중국 국토자원 코아시료센터(The

Cores and Samples Center of Land and Resources)

는 코아시료 5,646명(건)을 제공하였다.

중국은 자국의 경제발전과 연동된 자원산업 발전전

략으로는 자원사업과 환경산업 발전전략의 통합, 자원

관리 국제화, 공급선 다양화 및 고도화, 산업연계전략

강화, 집단화 및 다각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사 사

이 논문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미래정책연구실 2016

년도 주요사업(16-3419)의 일환으로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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