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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전 세계 REE 자원의 매장량은 88 Mt이며, 2008

년 년간 생산량은 124,000톤이다(USGS Mineral 

Commodity Summaries, 2009). 희토류 세계 부존 

자원량 약 60%가 중국에 매장되어 있고 중국 생

산량이 2000년 이후 세계 총 생산량의 90% 이상

을 차지하고 있어 희토류 시장은 독과점 체제를 

이루고 있다. 

  최근 중국 희토류 자원 수출 제한정책에 관한 

일부 내용이 공개되면서 이를 둘러싼 중국과 수입

국가들 간 반목이 거세지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연

합(EU)은 지난 6월 희토류 수출을 규제하는 중국

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바 있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EU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희토류 수

출 제한을 더욱 강화하고 나서 희토류를 포함한 

희유금속을 놓고 전면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희토류 자원은 하이브리드카 및 고기능재 수요 

증가에 따라 세계 수요량이 급증되어 2013년에는 

약 180,000톤이 수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가격 상승도 전망되고 있다(고상모, 2009). 

우리나라에서도 전자산업 생산품인 LCD, LED, 

PDP, 휴대전화 및 영구자석의 필수원료로 REE 수

급 불안정과 가격 상승이 초래될 경우 산업활동에 

불안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2004년 이후 세계 희토류 자원수급환경이 크게 

*교신저자: kohsm@kigam.re.kr 

변화함에 따라 국내자원 재평가를 통한 국내자원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그 

정책을 입안 중에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시점에

서 희토류 자원의 수급현황과 국내 희토류자원의 

부존잠재성을 기 조사된 자료를 근거로 평가하여 

희토류 수급대책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에 그 기초

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희토류 광물종류 및 특성  

  지각의 희토류원소(REE) 평균농도의 5∼300배

까지 함유되는 REE 광상은 REE를 함유하는 광물

의 농집에 의해 형성되며 자연계에서 산출되는 

REE 광물종은 표 1과 같다.  

  지각 내 함유된 REE 평균함량은 196 ppm으로 

다른 금속원소들(Cu 55 ppm, Pb 13 ppm, Zn 70 

ppm)보다 높은 평균 함량비를 보이지만, 주요 추

출 대상이 되는 REE를 함유하는 광상 유형은 매

우 제한되어 있다. REE의 채광 가능한 품위는 REO 

0.05∼6%로써 다른 금속에 비해 그 범위가 매우 

넓은데 이는 다양한 광물로부터 REE를 추출하여

야 하기 때문에 REE 추출비용 역시 매우 다변적

이기 때문이다(고상모와 渡辺寧, 2007). 

  REE를 함유하는 광물들은 경희토류(LREE)가 

부화된 그룹과 중희토류(HREE)가 부화된 그룹으

로 구분되며, 모나자이트와 같은 광물들은 양 비율

이 유사하다(그림 1). 따라서 LREE 부화광상과 

HREE 부화광상은 산출하는 REE 광물종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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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EE mineral species and REO content (Mariano & Hedrick, 2006)

Minearl name Chemical formula
REO content 

(wt%)
Mineral name Chemical formula

REO content

(wt%)

Bastnaesite (REE)(CO3)F 74.81 Monazite (REE)PO4 69.73

Parisite Ca(REE)2(CO3)3F2 60.89 Rhabdophane (REE)PO4H2O 64.83

Xenotime YPO4 61.40 Britholite (REE,Ca)5(Si4PO4)(OH,F) ～60

Synchysite Ca(REE)2(CO3)2F 52.64 Ancylite Sr(REE)(CO3)2(OH)H2O 47.98

Fergusonite (REE)(Nb,Ti)O4 47 Florencite (REE)Al3(PO4)2(OH)6 31.99

Kainosite
Ca2(Y,REE)2

(Si4O12)CO3H2O
～38 Allanite

(REE,Ca,Y)2(Al,Fe
3+

)3

(SiO4)4(OH)
< 25

Apatite Ca4(PO4)3(F,Cl,OH) 12 Anatase TiO2 3

Halloysite Al2Si2O5(OH)4 < 0.5

Fig. 1. REE compositions of major REE-bearing minerals 

(Modified from Mariano & Hedrick, 2006; Castor & 

Hedrick, 2006).

결정되어진다. 

  

세계 부존현황

  REE가 생산되는 중요한 광상 유형은 카보너타

이트광상, 열수철광상, 사광상, 알카리암/과알카리

암과 관련된 광상 및 이온흡착형광상으로 구분되

며(고상모와 渡辺寧, 2007), 전대륙에 걸쳐 분포하

고 있으나 중국, 미국, 스웨덴, 러시아, 호주 등에

서 주로 생산되어 왔다(그림 2). 대표적인 카보너

타이트형 REE 광상은 미국의 Mountain Pass, 중국

의 Bayan Obo 및 중국의 Maoniuping 광상으로서 

주요 광석광물은 바스트너사이트와 모나자이트이

다. 세계적으로 약 330개의 카보너타이트 광상이 

알려져 있으며, 주로 원생대 중기에서 후기에 판내

부 또는 판경계 열곡대에서 초래된 알카리 마그마

티즘과 성인적으로 관련된다. 열수 Fe-REE 광상은 

스웨덴 키루나바라 광상 및 호주 올림픽 댐 광상

Fig. 2. Distribution map of REE deposits in the world 

(Koh and Watanabe, 2007). 

이 대표적으로서, 주요 광석광물은 바스트너사이

트, 모나자이트 및 인회석이다. 이 유형 광상의 모

암은 초기 및 중기 원생대이며, 지구조 환경은 대

륙내부 조산충돌대, 대륙내부 비조산마그마티즘대 

및 섭입대와 관련된 대륙연변부의 인장대로 대분

된다. 이 유형 광상은 강한 변질작용으로 특징된

다. 이온흡착형 광상은 고령토군 점토광물에 REE

가 흡착되어 형성된 광상으로서 REE가 부화된 화

강암의 풍화작용에 의해 형성된다. 이 유형 광상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REE가 부화된 화강암이 존재 

하여야 하며, 풍화작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고온다

습한 환경이어야 한다. 이 유형 광상은 주로 남중

국에 주로 분포하며, HREE의 중요한 생산지이다. 

사광상은 제3기 및 제4기에 형성되었으며, 주 대

륙의 해안을 따라 분포한다. 이 광상을 이루는 퇴

적물들은 화강암 또는 고도의 변성암으로부터 공

급된다. 주로 티탄철자원으로 개발되며 저어콘, 모

나자이트, 제노타임 등을 함유한다. 이 유형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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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serve/Resource situation of REE resources 

(USGS, 2009)

Country
Production

(ton)

Reserve

(ton)

Resource

(ton)

China 120,000 27,000,000 89,000,000

India 2,700 1,100,000 1,300,000

Brazil 650 48,000 84,000

Malayzia 380 30,000 35,000

total 124,000 88,000,000 150,000,000

도에서 생산하고 있으나 생산량은 극히 미비하다. 

알카리-과알카리암과 관련된 REE 광상은 REE 함

량비는 REO 2% 이하로서 낮은 편이나, 대규모 관

입복합체인 경우는 잠재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

단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그린랜드 Ilimaussaq 

및 러시아의 Lovozero 알카리-과알카리 마그마광

상, 캐나다 Strange Lake 및 Tor Lake 열수광상이

다. Lovozero 광상에서는 년간 2,000톤 규모의 REE

를 생산하고 있다(고상모와 渡辺寧, 2007). 미국 

Mount Pass 광상이 2002년 생산을 정지한 후 2000

년대 들어 미국 생산량은 급감한 데 따라 중국은 

생산량이 급증하여 세계 총 생산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경희토류는 중국 Bayan Obo 및 

Mian Ning 카보너타이트형 광상에서 주로 생산하

고 중국 남부에 위치한 Longnan 이온흡착형 광상

에서는 HREE를 주로 생산한다.

국내 부존현황

  국내에서 보고된 희토류 광화대는 홍천 광화대 

및 어래산 광화대가 대표적이다. 티탄철석이 주로 

산출하는 하동 광화대에서는 티탄철석에 갈렴석과 

리튬 광물이 수반되기도 한다. 기타 강원도 양양군 

양양 철광상 지역에서 Zr-Nb-REE 광화대가 보고

(박중권, 1995)된 적은 있다.

홍천 광화대 

  홍천 REE 광화대는 행정구역상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자은리와 천현리에 속하며 지리좌표상 북

위 37° 51' 30'', 동경 128° 01'에 위치한다. 이 지

역은 경기육괴 선캄브리아기 편마암 복합체의 일

부인 흑운모 편마암 및 흑운모-각섬석 편마암 내 

각섬암과 화성기원의 탄산염암인 카보너타이트가 

Fig. 3. Geologic map showing REE ore body of the 

Hongcheon area (Park et al., 2000). 

관입하며 카보너타이트의 관입에 의해 외곽부에 

페나이트(fenite) 변질대가 에워싸고 있다(그림 3, 

박중권 외, 2001). 기반암인 편마암을 관입한 카보

너타이트 암체의 일부가 REE를 광채를 형성시키

고 그 주변에 페나이트 변질대가 형성되어 있다.  

  광체는 북광체, 중부광체 및 남광체로 구분되나 

중부광체는 소규모이다. 북광체는 1000 m (NS) ×

100 m (EW) 규모의 남북방향인 길다란 불규칙 대

상형태를 띠며, 남부광체는 남북 1,150 m (NS) ×

80 m (EW) 규모의 남북방향의 길다란 불규칙 대

상광체로서 북광체와 유사하게 발달하나 남편에서

는 동서 방향의 우수향 주향이동 단층에 의해 절

단된 듯 하다(그림 3).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의해 1994, 1995, 2001 및 

2002년도에 수행된 총 시추 물량은 1,902 m이며 

그 결과 북광체는 8.5∼14.9 m, 39.9∼86.1 m, 48.4

∼97.2 m, 150∼171.7 m, 115∼170 m에서 확인되

었고, 남광체는 12.2∼18.6 m, 35.9∼83.0 m, 61.6

∼115.4 m, 10.9∼219.2 m, 8.2∼51.8 m, 161.7∼ 

187.5 m, 200.9∼219.2 m의 다양한 심도에서 주로 

발달됨이 확인되었으나, 2001년도 시추결과에서는 

심부 구간인 120∼200 m 내에 주로 발달한다(박

중권 외, 2001). 시추결과 산정된 매장량은 평균품



고상모

－ 420 －

Fig. 4. Geology and distribution of REE ore body in the 

Mt. Eorae area (Park et al., 1993).

위 R2O3 2.4 wt% 기준하여 25,974,000톤이다. 기

타 수반되는 Fe의 평균품위는 21.1 wt%, SrCO3 

1.8 wt% 및 P 2.9 wt%이다.

  홍천 광화대에서 산출하는 REE 광석의 주산출 

REE 광물은 모나자이트(REE⋅PO4)이며 수반 REE 

광물은 퍼구소나이트[(REE)(Nb,Ti)O4], 수반 희유

금속 광물은 스트론티아나이트(SrCO3) 및 콜럼바

이트[(Fe, Mn)(Nb, Ta)2O6]이다. 

  홍천 광화대는 평균 품위가 R2O3 2.4%로서 다

소 높은 편이며, 희토류와 함께 철(Fe 50% 내외) 

추출이 가능하다. 홍천 광화대는 국내에서 유일한 

카보너타이트형 희토류광상으로 알려져 있다(박중

권, 2001). 중국 Bayan Obo 광상(광화시기 1,280 

Ma)과 미국 Mount Pass 광상(광화시기: 1,400 Ma)

이 대표적 카보너타이트형 희토류 광상으로 알려

져 있다(고상모와 渡辺寧, 2007). 

충주 어래산 광화대 

  어래산 광화대는 충북 중원군 주덕면, 이원면과 

음성군 소이면 및 괴산군 불항면에 위치한다. 지리

좌표상 북위 36° 54'~36° 58' 동경 127° 45'~127° 

50'에 해당된다. 이 지역은 계명산층, 쥬라기 화강

암(충주 화강암)으로 주로 구성된다. 충주 도폭(김

기완, 이홍규, 1965)에서는 계명산층을 함철사질암 

또는 편마암 및 함력 천매암으로 기재하였으나 김

종환 외(1995) 및 고상모 외(2005)는 변성조면암임

을 밝힌 바 있다. 계명산층은 특징적으로 자철석 

밴드를 함유하며 전체적으로는 담색의 회색암으로 

암색대와 담색대의 교호된 유문구조(엽리 ?)를 가

짐이 특징이다. 

Table 3. Price and major utilization of REE oxides

REE oxide Price (US$/kg) Utilization

La2O3 (99%) 6.00∼6.50 rechargeable battery

Ce2O3 (99%) 4.50∼4.60 catalyst, glass, luster

Pr6O11 (99%) 14.00∼14.50 magnet, glass

Nd2O3 (99%) 14.00∼14.50 magnet, lazer, glass

Sm2O3 (99%) 4.25∼4.75 magnet, illuminator, lazer

Eu2O3 (99%) 430.00∼450.00 Fluorescent lamp

Tb4O7 (99%) 340.00∼360.00 Fluorescent lamp

Dy2O3 (99%) 105.00∼110.00 magnet, lazer 

Gd2O3 (99%) 6.50∼7.00 magnet, wuperconductor

Y2O3 (99.999%) 15.00∼15.50 Fluorescent, ceramic, lazer

  어래산 지역에는 계명산층과 일부 쥬라기 화강

암을 관입한 알카리화강암맥이 도처에 관입되어 

있으며 일부 구간에서는 알바이트 변질대가 확인

되며 이 알바이트 변질대 내 희토류 광체가 배태

된다. 이는 과거 충주 철광상으로 개발하던 지역과 

어래산 정상부에서 확인된다. 박맹언과 김근수(1995) 

역시 희토류광상의 형성이 고생대 석탄기 알카리 

화강암의 관입 관련성을 시사하였다. 희토류 주 광

체는 어래산 정상부를 기점으로 층상 및 렌즈상으

로 발달하며 단층에 의해 절단된다(그림 4). 이 지

역에서는 1988년과 1994년 총 1,400 m의 시추가 

수행되었다(오민수 외, 1988; 박중권 외, 1994). 그 

결과 R2O3 0.84 wt%의 평균품위를 기준하여 산정

된 매장량은 20,994,000톤이다. 주 산출되는 REE 

광물은 갈렴석[(REE,Ca,Y)2(Al,Fe
3+

)3(SiO4)4(OH)]

이며 이에 수반되는 REE광물은 브리솔라이트

[(REE,Ca)5(Si4PO4)(OH,F)], 바스트너사이트[(REE) 

(CO3)F], 스핀, 저어콘 및 인회석 등이다. 어래산 

광화대는 평균 품위는 R2O3 0.84%로서 높은 편은 

아니나 철광체 내 희토류가 존재하여 Fe 평균함량

이 30% 내외로서 선광시 부산물로서 철을 생산하

면 경제성 확보가 가능하리라 본다. 어래산 REE 

광화대 면적은 약 20 km
2
로서 다소 넓게 분포한

다. 어래산 광화대 지역 외 소위 계명산층으로 알

려진 변성화산암층 내 더 많은 자원이 부존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신규 광체 확보 가능성이 크다. 그

러나 어래산 광화대는 주 REE 광물이 갈렴석

(allanite)으로서 선광 및 침출 비용이 많이 들며 갈

렴석으로부터 REE를 추출하는 사례가 없는 것이 

단점이다. 이 광상 유형은 국내에서 알려지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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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Mean grade and cut off grade of REE deposits and prospecting areas in the world (Koh, 2009, unpublished)

Deposit (Country)
Grade (REO %)

Situation
Mean garde Cut off grade

Mountain Pass (USA) 8.9 － Closed (2002) 

Byan Obo (China) 6.0 － Operating

Oympic Dam (Australia)
La 0.2

Ce 0.3 
－ Opearting 

Thor Lake (Canada) － 1.95 FS (production in 2013)

Noran’s Bore (Austarlia) 3.9 － FS

Dubbo (Australia) 0.75 － FS (REE-Ta-Nb) 

Mt. Weld (Australia) 15.5 － Production planning

Fig. 5. Situation of supply-demand of REE resources 

(Roskill homepage: www.roskill.com).  

IOCG형(Iron Oxide-Cu-Au-REE) 광상일 가능성이 

많으며 호주의 Olympic Dam 광상과 유사한 것으

로 추측된다. 현재까지 보고된 자료를 근거한 두 

광상의 유사점은 어래산 광화대의 모암이 퇴적암

류가 아닌 화산암이라는 점(고상모 외, 2005)과 철

광상에 REE 광상이 수반된 점 및 REE 광화작용

이 알카리 화강암 관입과 성인적인 관련성이 보고

된 점(박맹언과 김근수, 1995)을 들 수 있으나 보

다 세밀한 성인연구가 요구된다.

수급 및 가격추이 

  2000년 중반 이후 중국 희토류 광물의 생산은 

꾸준히 증가하여 세계 생산량의 95%를 차지하여 

2013년 들어서는 150,000 톤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중국 수요 역시 약한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

망된다(그림 5). 세계적인 수요 역시 증가하여 2013

년에는 거의 200,000톤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그림 5).  

  희토류광물의 가격은 희토류산화물종에 따라 매

Fig. 6. Price situation of Eu2O3 and Y2O3 (Metal Pages 

Ltd. homepage: www.metal-pages.com). 

우 차이가 크다. 예로서 경희토류인 La2O3 (99%)

는 kg당 6.2 $인데 비해 Eu2O3 (99%)는 kg당 450 

$이다(표 3). 최근 Eu2O3와 Y2O3의 가격은 2005년

에 비해 2배 정도 가격 상승을 나타낸다(그림 6).

개발환경 

  최근 희토류 가격 상승과 기술개발로 최저개발

품위가 2%대로 낮아져 국내부존 자원의 경제성 

확보가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희토류의 채광 가능

한 품위는 REO 0.05∼6%로써 다른 금속에 비해 

그 범위가 매우 넓은데 이는 다른 자원과 혼합되

어 있어 다양한 광물로부터 희토류를 추출하기 때

문이다. 호주 Olypmpic Dam 광상은 부산물로 

REE를 생산하기 때문에 La 0.2% 및 Ce 0.3%로서 

매우 낮은 편이며 최근 탐사와 FS가 진행 중인 캐

나다 Thor Lake 탐사지역은 최저개발품위를 REO 

1.95%로 잡고 있으며, 호주 Dubbo 탐사지역은 REO 

0.75%로서 과거에 개발된 광상들에 비해 극히 낮

다(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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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국내에는 충주 어래산 광화대와 홍천 광화대에 

대한 탐사 결과 약 4,600,000 톤의 자원량을 확보 

하였으나 시추량의 제한에 따른 자원량의 부족과 

낮은 가격으로 인해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잠정적

으로 판단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희토류 가격이 

2000년대 초에 비해 2∼3배까지 상승하였으며 최

저개발 품위가 REO 2%대로 낮아짐으로써 두 광

화대에 대한 체계적인 정밀탐사를 통하여 보다 정

확한 자원평가가 요구된다. 이 두 지역은 REE 뿐

만 아니라 Fe, Sr 등이 수반됨으로써 그 잠재적인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동 광화

대는 Ti외 REE와 Li의 추출이 가능하여 경제성을 

상승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양양 광화대는 

Zr-Nb-REE 광화대로 알려져 있으나 체계적 탐사

가 수행되지 않아 자원량의 산정은 수행되지 않았

으나 REE 외 희유금속인 Nb을 수반하여 그 잠재

적인 가치가 높다고 판단된다. 

  국내 REE 자원탐사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탐

사가 진행 된 적이 없어 단일 광상에 대해 정확한 

매장량 산정이나 경제성 분석 등이 이루어지지 않

아 그 가치 판단이 모호함으로써 개발에 제한을 

가지고 있다. 세계적인 수요량이 현재 REO 100,000

톤에서 2013년에는 거의 200,000톤으로의 증가가 

전망되고, Eu의 가격은 2000년 중반에 비해 최근 

2배 상승하였으며, Dy의 가격은 3배 이상 급상승 

추세에 있어 대부분 희토류 산화물 가격은 점차 

증가될 것으로 전망한다. 전 세계 희토류 생산의 

95%를 중국이 독점하고 있어 자원이 1개국에 편

재된 극히 좋지 않은 자원환경으로 세계 각국에서 

희토류 탐사에 전념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하

이브리드 카 생산이 증대되면 중국만이 생산하는 

중희토류의 수요가 급증하여 가격 상승과 함께 수

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국내 

희토류 자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중장기

적 탐사를 통하여 REE 자원을 확보하여 개발한다

면 국내 REE 자원의 수급을 원활히 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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