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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

1. 이 보고서는 한국해양연구원에서 수행한 주요사업의 연구결과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한국해양연구원에서 수행한 주요사업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국가과학기술 기 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하여서는

안됩니다.

희토류 원소 표지  2012.9.28 1:0 PM  페이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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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Ⅰ. 제 목

○ 희토류 원소 자원 확보를 한 기획 연구 

Ⅱ. 연구개발의 목   필요성

□ 센카쿠열도 유권을 둘러싼 국과 일본의 긴장은 국이 희토류 속의 

일 수출 지 조치에 하여 일본이 국인 선장 석방으로 일단락되면서 

희토류 확보가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가의 안으로 등장

□ 최근 자, 에 지  자동차 등 첨단산업에서의 희토류 수요가 증하고 

있어 희토류가 포함되어 있는 해 물이 다시  주목받고 있음

□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국의 희토류 공  조 에 비해 상확보, 

생산 증   수입선 다변화를 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미국은 2011년부터 그 동안 폐쇄했던 마운틴 패스의 희토류 석 채굴을 

재개한다고 발표함 

○ 일본은 2010년 추가경정 산안에 희토류 책비( 체 재료 개발, 리사이클 

기술 실용화 등)로 1,000억엔(1조 3,000억원)을 편성하기로 발표함(NHK 

'10.10.7) 

○ 한 일본은 최근 자국의 EEZ 는 공해상의 해 에 희토류를 포함하고 

있는 해 물에 한 탐사  련 기술개발을 으로 추진하고 있음

□ 2010년 10월 재 우리나라의 희토류 속 비축목표는 1,164톤이지만 3톤

(0.2%)만 비축된 상태로 희토류 확보를 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 지식경제부는 희토류를 략 종으로 지정하고 략 종 확보(비축, 해외

자원개발, R&D 등)를 해 2016년까지 2,500억원을 투자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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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물  통 으로 연구되어 온 코발트, 니 , 구리, 아연 등의 속   

이외에 해 물자원에 포함되어 있는 희유 속을 비롯한 희토류에 한   

연구가 주목을 받고 있음

Ⅲ. 연구개발 내용  범

□ 본고에서는 희토류의 국내외 소비, 수   생산 황, 주요국가의 희토류 

정책 등을 살펴보고, 해 물인 망간단괴, 망간각에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희토류의 그 개발 가능성  개발 방안에 한 검토

Ⅳ. 연구개발 결과

□ 희토류 산업 황

○ 희토류 부존량은 많으나 경제  채산성을 있는 상을 보유한 국가는 많지 

않음

○ 2010년 기   세계 희토류 매장량은 1억 1,138만 톤으로 그  국이 

5,500만 톤으로 체 매장량의 48.3%를 차지하고, CIS(1,900만 톤, 16.7%), 

미국(1,300만 톤 11.4%), 인도(310만 톤 2.7%), 호주(160만 톤 1.4%), 라질

(4만 8천 톤, 0.04%), 말 이시아(3만 톤, 0.03%) 순임 

○ 희토류는 2006년 기   세계 으로 108,000톤이 소비되었으며, 2008년에는 

132,500톤이 소비되었음

○ 국가별 소비량은 국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며 체의 54%인 59,000톤, 그 

다음으로는 아시아 24% 25,750톤, 미국 11% 11,500톤 순임 

○ 우리나라의 2011년 희토류 소비량은 약 6,000톤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제․정련된 상태와 간생산재의 형태로 량 국과 일본, 미국 등에서 

수입되고 있음 



－ v－

○ 국내에는 희토류 정 을 제련하는 기업은 없고, 간소재나 완재품을 수입

해 국내에서 필요한 용도로 혼합해 최종제품을 만들거나, 그 로 사용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시장 규모가 되는지 악하기가 쉽지 않음 

○ 2010년 10월 재 우리나라의 희토류 속 비축목표는 1,164톤이지만 3톤

(0.2%)만 비축된 상태임

□ 주요 국가의 희토류 원소 자원 확보 략

○ 국 

 - 세계 희토류 생산의 95%를 담당하는 국은 첨단산업 제품의 핵심원료인 

희토류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아, 자국 내 수요가 본격 으로 증가될 미래에 

비하겠다는 의도로 희토류 생산․수출 물량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음

 - 국가 보호 종 지정(‘91), 수출량 제한․수출세 부과(‘02~), 외국자본투자 제한

(’07), 희토류 수출 지 움직임(‘09.8) 등 자원 무기화 경향

 - 풍부한 자원과 극 인 자원 리를 기반으로 자국의 희소 속 련 신소재 

산업  첨단산업 육성

○ 일본

 - 「희소 속 종합 책 특별 원회」를 구성(‘81), 희소 속 재활용, 비축  

국가통계 정비 등 련 정책을 지속 으로 추진

 - 수요산업과 연계하여 고순도 희소 속소재 생산, 신소재 개발 등 공  가치

사슬(Supply value chain) 全과정에서 고부가가치 창출

 - 일본 경제산업성은 ‘희소 속 확보를 한 4  략’ 구축(‘09년 7월)

  * 31종의 희소 속  10종을 핵심 원소로 분류하고 해당 속의 안정확보 

 비축 체제를 재정비

 - 도시 산 개발을 강화하는 한편 아시아 차원의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 모색

 - 10  희소 속을 상으로 체재료  사용량 감 기술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비축체제도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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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 미국 에 지성이 2010년 발표한 「Critical Materials Strategy」보고서에서는 

오바마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클린 에 지경제구축을 한 희토류와 

그 외의 기자원의 역할을 분석하고, 안정  공 을 향한 략을 담고 있음

 - 미국은 향후의 정책 방침으로서는 8개의 로그램 분야에 을 두고, 이들 

분야에서 ①다양화한 로벌 공  ② 체재료 개발의 필요성 ③재생이용, 

재사용, 효율 인 사용과 보  등의 3개의 략  목표를 제시함 

 - 클린에 지 보 에 수반하는 희토류수요 확

○ EU

 - EU는 2000년 체결된 리스본 약을 근간으로 하여 공공 연합기구인 

ETP-SMR(Europen Technology Platform on Sustainable Mineral Reources)의 

주도로 희유자원 리를 하고 있음

 - EU는 2008년 발표한 희토류 정책은 역내 공  활성화, 소비량 감축  체 

물질 연구 추진 

 - EU는 미국이나 일본과의 공조를 통한 자원개발보다는 독자 인 공 망 구축을 

선호하여 2010년 6월 아 리카 동맹 원회(The Africa Union Commission)와 

원자재 분야의 력 합의 

□ 국내 기술개발 황

○ 국내에서는 표 으로 홍천과 충주에 희토류 속을 포함한 상이 매장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

○ 해양에서 희토류를 개발하는 사업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한국해양연구원이 

수행하고 있음 

 -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는 해양용존자원 추출기술개발사업과 해사  유용

물 회수기술개발에서 희토류에 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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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에서의 희토류 원소 개발 략

○ 지 까지 망간단괴나 망각각 등 해양 물을 상업 으로 개발한 사례는 없으나, 

련기술의 발 , 자원보유국의 희토류 무기화 정책( 세율 인상, 수출 쿼터제 

등), 육상 물의 고갈 등에 따라 향후 개발 가능성이 높음

○ 우리나라는 그 동안 심해  물자원개발사업으로 해양 물(망간단괴, 망간각, 

열수 상)에 한 개발기술(탐사, 채 , 제․정련 등)이 선진국 수 에 있음 

○ 망간, 니 , 구리, 코발트 등 략 물의 지속 인 확보를 한 투자와 함께 

희토류 확보를 한 매장량, 매장지역의 탐사, 품 분석, 제․정련기술개발 

등이 포함된 해양 물자원 정책이 수정․보완하여야 할 것임

○ 아울러 무분별한 채굴을 막고 환경 향을 최소화하기 해서는 국제해

기구(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각 나라의 공정한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강력한 국제 약을 만들어야 함

□ 그린란드에서의 희토류 원소 개발 략

○ 그린란드는 지질 상학 으로 고기의 지층과 활발한 화성활동으로 인하여

철, 백 , , 희토류, 희유 속, 연아연 등 물자원이 풍부한 아직 탐사가 

많이 되지 않은 지역

○ 그린란드 정부는 그린란드가 청정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린란드의 발 을 

하여 물자원의 개발에 극 인 정책을 펴고 있음

○ 그린란드의 자원개발 사업에 참여하기 해서는 자원 문성을 가진 한국

의 공공 연구기 들의 체계 인 조사가 선행되는 것이 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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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 희토류 자원 확보의 필요성  략  확보를 한 정책 수립 기 자료로서 

활용 가능

□ 우리나라 육상에서는 얻기 힘든 희토류 자원을 해양에서 개발  확보하기 

한 연구사업 발굴 

□ 유용 상인 그린란드에 한 기  자료 황 악을 통하여 희토류 자원 

확보를 한 우리나라의 향후 연구방향 수립시 참고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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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개발의 목적
□ 해양에서 희토류 확보를 한 개발 략 수립

□ 북극권 그린란드 지역의 희토류(희유 속 포함) 부존량 황 악

제2절 연구개발의 필요성
□ 센카쿠열도 유권을 둘러싼 국과 일본의 긴장은 국이 희토류 속의 

일 수출 지 조치에 하여 일본이 국인 선장 석방으로 일단락되면서 

희토류 확보가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가의 안으로 등장

□ 최근 자, 에 지  자동차 등 첨단산업에서의 희토류 수요가 증하고 

있어 희토류가 포함되어 있는 해 물이 다시  주목받고 있음

□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국의 희토류 공  조 에 비해 상확보, 

생산 증   수입선 다변화를 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미국은 2011년부터 그 동안 폐쇄했던 마운틴 패스의 희토류 석 채굴을 

재개한다고 발표함 

○ 일본은 2010년 추가경정 산안에 희토류 책비( 체 재료 개발, 리사이클 

기술 실용화 등)로 1,000억엔(1조 3,000억원)을 편성하기로 발표함(NHK 

'10.10.7) 

○ 한 일본은 최근 자국의 EEZ 는 공해상의 해 에 희토류를 포함하고 

있는 해 물에 한 탐사  련 기술개발을 으로 추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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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10월 재 우리나라의 희토류 속 비축목표는 1,164톤이지만 3톤

(0.2%)만 비축된 상태로 희토류 확보를 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 지식경제부는 희토류를 략 종1)으로 지정하고 략 종 확보(비축, 해외

자원개발, R&D 등)를 해 2016년까지 2,500억원을 투자할 계획임 

□ 해 물  통 으로 연구되어 온 코발트, 니 , 구리, 아연 등의 속   

이외에 해 물자원에 포함되어 있는 희유 속을 비롯한 희토류에 한   

연구가 주목을 받고 있음

제3절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 본고에서는 희토류의 국내외 소비, 수   생산 황, 주요국가의 희토류 

정책 등을 살펴보고, 해 물인 망간단괴, 망간각에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희토류의 그 개발 가능성  개발 방안에 한 검토

○ 그린란드의 희토류 상 악 

1) 략 종은 국내에서 석상태로 이용하거나 처리시설이 있는 종, 수입규모가 1억달러 이상인 종, 수

불안 시 국가산업 미치는 향이 큰 종으로 8  략 종 있음(석유, 천연가스, 유연탄, 우라늄, 동, 아연, 

철, 희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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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희토류 원소 자원 황

제1절 정의, 특성 및 주요 산출 광물
1. 정의
□ 희토류는 주기율표 제3A족인 스칸듐(Sc, 원자번호 21), 이트륨(Y, 원자번호 39)

과 란탄늄(La, 원자번호 57)에서 루테튬(Lu, 원자번호 71)까지의 란탄계열 

원소 15개를 더한 17개 원소를 총칭 

○ 란탄늄에서 사마륨까지의 6개 원소(란탄늄, 세륨, 라세오디뮴, 네오디뮴, 

로메튬, 사마륨)를 세륨족 원소, 유로퓸에서 루테튬까지의 9개 원소(유로퓸, 

가돌리늄, 터 , 디스 로슘, 홀뮴, 어 , 툴륨, 이테르 , 루테튬)와 이트륨, 

스칸듐을 합친 11개 원소를 이트륨족 원소라고 함

<표 2-1> 희토류의 구성

구  성 원   소

세륨족 

ㆍ란탄늄(La, 원자번호 57), 세륨(Ce, 원자번호 58), 라세오디뮴(Pr, 

원자번호 59), 네오디뮴(Nd, 원자번호 60), 로메튬(Pm, 원자번호 

61), 사마륨(Sm, 원자번호 62)

이트륨족

ㆍ스칸듐(Sc, 원자번호 21), 이트륨(Y, 원자번호 39), 유로퓸(Eu, 

원자번호 63), 가돌리늄(Gd, 원자번호 64), 터 (Tb, 원자번호 65), 

디스 로슘(Dy, 원자번호 66), 홀뮴(Ho, 원자번호 67), 어 (Er, 

원자번호 68), 툴륨(Tm, 원자번호 69), 이테르 (Yb, 원자번호 70), 

루테튬(Lu, 원자번호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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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1> 희토류의 주기율표 

2. 특성
□ 1787년 스웨덴의 칼 악셀 아 니우스(Karl Axel Arrhenius)는 스웨덴 스톡

홀름 부근의 이테르비(Ytterby) 마을 채석장에서 도가 크고 무거운 미지의 

검정색 석인 이테르바이트(Ytterbite)를 발견함

□ 1789년 핀란드의 요한 가돌린(Johan Gadolin)은 이테르바이트로부터 새로운 

산화물을 분리하는데 성공하 고, 이 산화물은 1797년 스웨덴의 안데르스 

에셰베리(Anders Gustaf Ekeberg)에 의해 이트륨(Yttria)으로 명명됨 

□ 희토류 원소는 일반 으로 희소성과 편재성이 강하고 생산국의 수출 정책, 

주요 생산시설의 황 등의 향을 크게 받음 

○ 비 속의 부산물로 산출되는 경우가 많으며, 주산물인 비 속의 생산은 희토류 

수   가격에 많은 향을 미침

□ 희토류 원소 속들은 보통 연하고 성과 연성을 가지고 있으며, 온도 상승시 

반응이 일어나는데 용융 은 세륨 798°C에서 루테튬 1,663°C까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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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토류는 산화물 형태로 표시하는데 희토산화물(Total Rare Earth Oxide; 

TREO), 희토 산화물(Rare Earth Oxide; REO), RE2O3, Ln2O3 등으로 표시

되어 사용됨 

○ 희토류 원소 가운데 란탄계열 원소들은 크게 2개 그룹으로 분류되는데, 원자 

번호 57～63(La～Eu)까지의 7개 원소를 경희토류, 원자번호 64～71(Gd～

Lu)까지의 8개 원소를 희토류로 분류함 

○ 일반 으로 경희토류 원소들은 희토류 원소보다 부존량이 10배 이상 많고, 

채 이 용이하여 공 량이 많음

3. 주요 산출광물
□ 희토류는 바스트네사이트(Bastnaesite), 모나자이트(Monazite), 제노타임(Xenotime), 

이온흡착형  등의 물에 함유되어 있음 

□ 바스트네사이트는 희토류가 가장 매장량이 많은 물이며 탄산염체의 맥과 

염상이며 세륨족 계열의 루오르카버 트(fluorocarbonate) 물임

○ 경희토류(란탄늄, 세륨) 불탄산염계로 유로퓸이 많음

○ 국, 미국, 아 리카, 라질, 구소련 등의 국가에 매장되어 있음

○ 모나자이트보다 선 이 어려움 

○ 담황색 는 갈색을 띠고 비 은 5, 경도는 4.5이며, 매우 소량의 이트륨

(최  0.5%)을 함유하고 있음

<표 2-2> 바스트네사이트의 물 구조

화학성분 구 분 색 깔 비 중 경 도

(Ca,La)FCO₃ Ce그룹 담황색/갈색 5.0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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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나자이트는 풍화에 강해 해안이나 강가의 사 상으로 발견되며 70% 이상의 

세륨족 계열의 희토류 산화물과 3.2%의 이트륨 산화물을 함유하는 인산염 

물임

○ 경희토류(란탄늄, 세륨)이며 방사성 원소를 함유한 인산염계

○ 호주, 인도, 라질, 이집트, 말 이시아 등의 국가에 매장되어 있음

○ 황색 는 갈색을 띠고 비 과 경도는 5이며 풍화에 항성이 있음

<표 2-3> 모나자이트의 물 구조

화학성분 구 분 색 깔 비 중 경 도

(Ce, La, Th, Nd, y) (Po4, Sio4) Ce그룹 황갈/ 갈 5.0 5.0

□ 제노타임은 거성질 화강암에서 주로 발견되며 충  주석 상  사 산

의 부산물로도 발견되며 모나자이트와 동형이질을 보이는 이트륨족 계열의 

인산염 물임

○ 이트륨을 다량 함유(산화물 60%)한 인산염계임

○ 말 이시아, 만, 국, 호주 등의 국가에 매장되어 있음

○ 담황색 는 녹갈색을 띠며 비 은 4.5, 경도는 5임

 <표 2-4> 제노타임의 물 구조

화학성분 구 분 색 깔 비 중 경 도

YPO4 Y그룹 담황/녹갈 4.5 4.5

□ 이온흡착형 은 국 강서성에서만 생산되는 특수 물로 희토류 함량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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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도
□ 처음으로 희토류가 산업용으로 사용된 것은 1891년 램 멘틀 제조에 사용

되면서부터이며, 1903년 희토류 응용제품으로 개발된 부싯돌이 표 인 

희토류 원소를 이용한 제품임

○ 부싯돌은 산화철과 산화마그네슘을 섞어 강도를 높인 발화 합  페로세륨

이며, 재까지 사용되고 있음 

□ 1967년 유로퓸이 추출되었고 컬러 TV의 라운 에 붉은 색상을 나타내는 

용도로 사용되면서 희토류가 주목받았으며, 이후 컬러 TV뿐만 아니라 컴퓨터 

모니터에까지 사용됨

□ 1979년 소니가 개발한 워크맨에는 사마륨으로 만들어진 자석이 사용되었는데 

사마륨은 작고 강력한 보자력(保磁力)을 가진 자석의 핵심 원료임 

□ 20세기 후반부터 핸드폰과 스마트폰 속히 보 되면서 희토류의 수요가 

증하 음

○ 강력 모터 생산을 해서는 네오디뮴, 라세오디뮴 등 6개의 희토류가 

사용되며, 액정표지에는 가돌리늄, 유로퓸 등 5개의 희토류가 사용됨

□ 조명분야에서는 기존의 백열등, 형 등에 비해 에 지 소비율이 낮은 발

다이오드(LED)가 많이 사용되는데 발 다이오드에는 유로퓸, 테르 , 이트륨 

등이 사용됨 

□ 자동차 제조 분야에는 차체바디( 워 록, 워 도우 등 9개), 시와 안

장치( 워 스티어링 등 4개), 워트 인(하이 리드 모터 등 6개) 등 3개   

분야에 희토류가 사용됨 

○ 특히 하이 리드 자동차와 기 자동차에는 희토류 구자석이 필수 이며 

2008년에 생산된 희토류의 37%는 구자석 생산에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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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력․수력발  분야에서는 무기어 발 기, 기존의 배터리보다 성능이 월등히 

우수한 2차 지, 일반축 기 비 고 도 에 지 축 이 가능한 고 도 

에 지 축 기 등에 희토류가 이용됨

□ 희토류 원소 가운데 최근 수요가 증하는 원소는 네오디뮴, 터 , 디스

로슘 등으로 기자동차, 풍력발 , 핵자기공명장치(MRI)에 필요한 소재임 

○ 희토류 원소별 수요 황을 살펴보면, 경희토류 원소인 란탄늄, 세륨, 로

세오디뮴, 네오디뮴 등은 매, 유리, 합성 속, 자석 등에 주로 이용되며, 

유로퓸, 가둘리늄, 터 과 이트륨 등은 형 체에 주로 이용됨

<표 2-5> 희토류의 원소별 용도 

원소명 용  도 원소명 용  도

란탄늄
자동차 배터리, 정유산업 

매
디스프로슘 구자석, 이

세륨
자동차 매, 정유산업 

매, 반도체 
홀뮴 이 , 유리

프라세오디뮴 구자석, 이 , 자 어븀 이 (의학), 유리 

네오디뮴 그린카, 풍력, 자산업 툴륨 의학용 X선 장치 

프로메튬 이 , 핵배터리 이테르븀 이 , 합

사마륨 구자석, 이더 루테튬 크리스탈 제조, 이

유로품
LED 인 물질, 

원자로 제어제
이트륨

자통신(국방, 성), 

휴 화, LED 

가돌리늄
MRI, 형 체분말, 핵반응제, 

자석, 자제품유리
스칸듐

크리스탈 제조, 이 , 

세라믹

터븀
연료 지, 자기, LED, 

구자석
- -

자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희소 속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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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희토류 산업 현황
1. 매장량과 생산량
□ 희토류 부존량은 많으나 경제  채산성을 있는 상을 보유한 국가는 많지 

않음 

○ 경제  채산성이 있는 물은 바스트네사이트 물이며 주로 미국과 국

에 매장되어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모나자이트 물로 미국과 국뿐만 

아니라 호주, 라질, 인도 등의 국가에 매장되어 있음

□ 2010년 기   세계 희토류 매장량은 1억 1,138만 톤이며 그  국이 

5,500만 톤으로 체 매장량의 48.3%를 차지하고, CIS(1,900만 톤, 16.7%), 

미국(1,300만 톤 11.4%), 인도(310만 톤 2.7%), 호주(160만 톤 1.4%), 라질

(4만 8천 톤, 0.04%), 말 이시아(3만 톤, 0.03%) 순임 

□ 세계 희토류 생산량은 국이 13만 톤에 달해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97%를 차지하 고, 그 다음으로 인도의 희토류 생산량은 2,700톤으로 2.0%를 

차지하여 2 를 차지하 고 라질(550톤 0.4%)과 말 이시아(350톤 0.3%) 

순임 

<그림 2-2> 세계의 희토류 매장량과 생산량

브라질, 0.40%

중국, 97.30%

인도, 2.00%

말레이시아, 
0.30%

      

미국, 11.40%

호주, 1.40%

브라질, 0.04%

중국, 48.30%

CIS, 16.70%

인도, 2.70%

말레이시아, 
0.03% 기타, 19.80%

자료 : USGS(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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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토류는 2006년 기   세계 으로 108,000톤이 소비되었으며, 2008년에는 

132,500톤이 소비되었음2)

□ 희토류는 매제(catalyst), 유리(glass), 연마제(polishing), 속합 (metal alloys), 

자석(magnet), 형 체(phosphors), 세라믹(ceramics), 기타 형태로 세계 소비량

이 집계됨

 <표 2-6> 희토류 세계 소비량 (2006년 기 )

(단  : 톤)

분 류 중 국 아시아 미 국 유 럽 기 타 합 계

촉매제    6,500 3,500 6,000 5,000  500 21,500 

유  리    7,250 3,500 1,000 1,000 250 13,000 

연마제    7,000 4,500 1,000 1,000 500 14,000 

금속합금   10,250 4,000 1,500 1,000 250 17,000 

자  석   15,000 4,500  250 500 250 20,500 

형광체    4,500 2,750   500 500 250 8,500 

세라믹    2,000 2,000   1,000 500 - 5,500 

기  타    6,500 1,000   250   250 - 8,000 

Total   59,000  25,750   11,500 9,750 2,000 108,000 

   자료: The Economics of Rare Earths Yttrium thirteen Edition, 2007

○ 용도별 소비량은 매제로 가장 많이 소비되며 체의 20%인 21,500톤, 그 

다음으로는 자석 19% 20,500톤, 속합  16% 17,000톤 순임

 

2) 이는 추정 액으로 17억 5,000달러(20조 4천억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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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용도별 희토류 소비

촉매제
20%

유리
12%

연마제
13%금속합금

16%

자석
19%

형광체
8%

세라믹
5%

기타
7%

○ 국가별 소비량은 국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며 체의 54%인 59,000톤, 그 

다음으로는 아시아 24% 25,750톤, 미국 11% 11,500톤 순임 

<그림 2-4> 국가별 희토류 소비

중국
54%아시아

24%

미국
11% 유럽

9%

기타
2%

□ The Economics of Rare Earths Yttrium에 따르면 세계 소비량은 향후 연간 

9%로 증가할 것으로 측함 

○ 용도별 최  성장 품목은 속합 으로 연간 15~20%로 증가될 것으로 측함 

○ 국가별 최  성장국은 국으로 연간 25~30%로 증가될 것으로 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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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가격
□ 희토류 물의 가격은 희토류 산화물 종 함량에 따라 매우 차이가 크며, 공 량

에 따라 큰 폭의 변화가 있음 

 ○ 경희토류인 산화세륨 kg당 4.51달러 인해 비해 디스 로슘은 kg당 86.25억

달러임 

 ○ 최근 국의 공  가격 조 에 따라 산화세륨은 8배 이상, 네오디뮴은 4배 

이상 등함 

<표 2-7> 주요 희토류 원소의 가격 동향

(단  : $/kg)

구분 ‘09.1 ‘09.7 ‘10.1 ‘10.7 ‘10.9

산화세륨 4.51 3.75 4.15 8.00 36.44

산화이트륨 15.25 15.25 10.25 13.00 36.72

산화란탄 7.50 5.65 5.55 9.77 38.56

네오디뮴 14.25 14.25 24.26 37.69 65.47

디스프로슘 86.25 107.61 120.62 253.11 291.11

자료 http://www.metal-pag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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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국내외 수급
1. 국내 매장량
□ 1988년부터 희토류 물 매장량 연구를 수행하여 다음의 표와 같이 강원도 

홍천  충북 충주지역의 철 상에 량의 희토류 물이 부존되어 있음을 

확인함 

<표 2-8> 국내 홍천  충주지역 희토류 물의 부존량  특성

Year Area
Geology 

and Deposit

Reserve 

and Grade

Main 

Minerals

1988

충주 어래산

희토류 상

(1차)

계명산층(변성화산암) 내에 

배태하는 규모 상 

체(성인 불명)

․ 19,350,000M/T

․ R₂O₃0.85%

․ ZrO₂1.72%

․ Allanite

1989
무주 니오비움

탄탈륨 상

선캠 리아기 화강편   

마임(원남통)내에 발달하는 

페그마타이트 상

․ 1,588,000M/T

․ Ta+Nb25~100ppm

․ 217,000M/T(백운모)

․ Ta+Nb250ppm

1993

충주 어래산

희토류 상

(2차)

계명산층(변성화산암) 내에 

배태하는 규모 상 체

․ 1,544,000M/T

․ Nb₂O₅0.17%

․ 20,904,000M/T

․ R₂O₃0.84%

․ Nb₂O₅0.17%

․ Allanite

․ Zircon

․ Spene

1999
홍천-자은 

희토류 철 상

선캠 리아기 변성퇴 암을 

입한 시  미상의 

함철-희토류 탄산염암체

․ 10,152,000M/T

․ R2O₃:2.4%

․ SrCO₃:1.8%

․ Fe:21%

․ Nb₂O₅:0.12%

․ Magnetite

․ Monazite

․ Strontianate

․ Columbite

․ Ferguson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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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수급
□ 우리나라의 2011년 희토류 소비량은 약 6,000톤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제․

정련된 상태와 간생산재의 형태로 량 국과 일본, 미국 등에서 수입되

고 있음 

□ 특히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네오디뮴과 디스 로슘의 원재료는 국에서 

주로 수입되며, 네오디뮴과 디스 로슘을 이용하여 희토자석을 생산하는 

핵심기술은 미국과 일본이 가지고 있어 희토자석 형태로 수입됨

○ 차의 하이 리드카에 들어가는 모터용 희토자석은 량 일본의 히타치

에서 수입되고 있음

□ 국내에는 희토류 정 을 제련하는 기업은 없고, 간소재나 완제품을 수입

해 국내에서 필요한 용도로 혼합해 최종제품을 만들거나, 그 로 사용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시장 규모가 되는지 악하기가 쉽지 않음 

□ 수출입 품목을 상품 특성에 맞게 분류한 HS code에서 희토류와 련된 

code를 추출하며 다음과 같이 15개가 있음 

○ 스칸듐와 이크륨(HS Code 2805301000), 세륨그룹(HS Code 2805301000), 

테르 그룹(HS Code 2805302000), 에르 그룹(HS Code 2805303000), 이트륨

(HS Code 2805304000), 스칸듐(HS Code 2805305000), 기타 희토류 속

(HS Code 2805309000), 세률화합물(HS Code 2846100000), 산화이트륨(HS 

Code 2846901000), 기타 희토류 속화합물(HS Code 2846909000), 페로세륨

(HS Code 3606902010), 기타 페로세륨(HS Code 3606902090), 라이터돌

(HS Code 3606909010), 기타 바로하성 합 , 기타가연성 재료의 제품(HS 

Code 3606909090), 구자석과 자화한 후 구자석으로 사용하는 물품(HS 

Code 850511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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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겉보기일 뿐이고 희토류 련 완제품의 형태로 

수입되는 것은 해당상품에 포함되기 때문에 수입통계의 몇 배는 더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2011년 기  주요 수입 품목은 구자석에 사용되는 희토류(네오디뮴, 터 , 

디스 로슘 등)가 3,285만 달러(394억원)가 수입되었고, 세륨화합물이 1,349만 

달러(161억원)가 수입되었음 

□ 2010년 10월 재 우리나라의 희토류 속 비축목표는 1,164톤이지만 3톤

(0.2%)만 비축된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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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주요 국가의 희토류 원소 자원 확보 략 

제1절 중국
□ 세계 희토류 생산의 95%를 담당하는 국은 첨단산업 제품의 핵심원료인 

희토류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아, 자국 내 수요가 본격 으로 증가될 미래에 

비하겠다는 의도로 희토류 생산․수출 물량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음

□ 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사례를 보면, 2009년 9월 디스 로슘, 툴륨, 루테튬 

등은 수출을 단하고, 네오디뮴, 세륨 등은 수출량을 연간 3만 5,000t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함

○ 2010년 3월 국 국토자원부는 희토류 신규채굴을 불허한다고 발표하 고, 

동년 7월 국 상무부는 하반기 희토류 수출쿼터를 년 동기보다 72% 

감소된 7,979톤으로 결정

○ 이에 2010년 수출량은 3만 258톤으로 지난해 5만 145톤 보다 40% 감소되었음

○ 2011년 수출량은 년 동기 비 35% 감소된 14,446톤으로 결정되어 희토류 

수요국  수요업체들이 가격 등  물량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됨 

<표 3-1> 국의 희토류 수출쿼터

(단  : 톤)

연도 상반기 하반기 합 계 증감률

2005 n.a n.a 48,040 0%

2006 n.a n.a 45,752 -5%

2007 19,600 23,973 43,573 -5%

2008 22,780 11,376 37,189 -15%

2009 36,442 13,703 50,145 35%

2010 22,291 7,967 30,258 -40%

2011 14,446 - - -

  자료 : Industrial Minerals 각호, 월간 자원정보 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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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은 2009년 9월 “2009~2015년 희토공업계획”과 “희토산업발 정책”을 

제정하고 희토류 확보에 국가 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2009~2015년 희토공업계획”의 주요 내용 

○ 2009년~2015년까지 테르 , 디스 로슘, 이트륨, 툴륨 루테륨 등은 수출을 

면 단하고, 네오디뮴, 유로퓸, 세륨, 란탄 등은 체 수출량을 연간 3만 

5천톤 이내로 제한 

○ 연간 생산량 13만~16만톤으로 제한

○ 수출에 한 20% 세 부과

○ 외국인 희토 채굴 련 산 기업 설립 지(단, 외국인의 희토류 가공, 신재료 

개발, 희토 응용 련 투자는 허용)

○ 희토류 련 국의 100여개 업체를 20여개 업체로 통폐합

□ 국 국무원은 2012년 6월 “ 국의 희토류 황  정책”백서를 발표한바, 

이는 희토류 생산통제, 수출제한 등 자국의 산업규제 강화정책에 한 그

동안의 국제  비난에 응하려는 조치로 해석됨

○ 백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희토류 정책을 수립하고 있음

 ① 국 희토류 산업의 발  원칙과 목표를 제시하며 향후에도 산업규제를  

지속할 것임을 강조

  - 주요 발 원칙으로 환경보호  자원 약, 총량통제  매장량 조정, 국내시장 

리강화  국제교류ㆍ 력의 확 , 지방경제와의 조화 발 을 제시함

  - 환경  자원보호 등 기본 인 발 원칙에는 크게 변화가 없지만, 해외기업의 

선진 환경기술  희토류 정 가공기술 도입을 해 국제교류ㆍ 력을 확

한다는 과 불법채굴을 막기 한 지방정부와의 조 강화 등이 새로이 

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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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향후 국제교류ㆍ 력은 학술, 응용기술 등  분야에서 이 지고, 다양한 

력 랫폼을 통해 이루어질 정

  - 국은 국제 희토류 산업 서미트(International Rare Earth Industry Summit), 

바오터우 국제희토류 산업 포럼(Baotou Rare Earth Industry Forum) 등 

학술 교류 랫폼을 만들어 력을 모색하고 있으며, 희토류 자석  응용 

워크 , 국제 디스 이  조명 원회 등에도 극 인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음

  - 그 밖에도 미국, EU, 러시아, 일본 등 개별 국가와 양자간 혹은 다자간 

교류 추진도 제시됨

  - 상기 국가는 국 희토류 체 수출량의 87%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 

내 총 38개 기업에 단독 혹은 합자 방식으로 진출하고 있음. 총 투자액은 

61억 안에 달함

<그림 3-1> 국의 희토류 주요 수출국 황



－ 19－

 ③ 그 밖에 지방정부와 극 인 공조를 통해 산업구조조정 추진  수출 

단속 강화

  - 희토류 산업에 종사하는 국 기업의 2/3 이상은 환경부가 2011년부터 시행

하고 있는 ‘희토공업오염물 배출 기 ’에 부합하지 못함. 재 56개 기업만

이 기 에 부합하며 해당 기업들은 이를 해 약 40억 안을 투자하 음

 ④ 산업체질 개선을 한 장기  응용기술 개발 극  추진

  - 「국가 장기 과학  기술발  규획강요(2006~20년)」에는 희토류 기술이 

 발 상으로 설정되어 있음. 국 정부는 희토류 기 연구  응용

기술 연구를 지원하고 산학 력기술 개발체계를 구축할 정임

  - 최근 희토류 채굴시 환경 괴를 최소화하는 친환경 침출방식(In-situ leaching) 

기술을 도입하는 등 자원이용과 환경보호를 해 다각도로 노력 임

제2절 일본
□ 일본 경제산업성은 2009년 7월 희유 속 4  확보 략3)을 발표하여 계획

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센카쿠열도 사건이 발생한 이후 2010년 추가 

경정 산안에 희토류 책비( 체 재료 개발, 리사이클 기술 실용화 등)로 

1,000억엔(약 1조 3,000억원)을 편성하기로 발표함(NHK 2010. 10. 7) 

□ 희유 속 확보 4  략

○ 일본은 희유 속의 안정공 확보를 신속하고 효과 , 효율 으로 실 해 

나가기 해서 희유 속의 우선도를 선별해 우선도가 높은 요한 희유 속

에 해서, 특성에 따른 집 ㆍ 략 인 응을 하는 것이 요하다고 

밝히고 있음

3) 일본은 「지구상의 존재량이 희소하거나 기술 ․경제  이유로 추출이 어려운 속 에 재 산업 으로 

수요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상되는 속」을 희유 속으로 정의하 으며, 희토류를 포함한 31종 속을 

희유 속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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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 종류의 우선도는 공 의 안정성 평가가 가장 요하며, 공 의 안정성을 

평가 할 때에는, 수  동향, 물개발 동향, 산업집 도, 자원편재성 등에 

더해, 리사이클, 체재료 공  상황, 신에 지, 친환경제품 동향, 기술개발

동향, 기업 략 등에 해서도 검토하여 선별하도록 함

○ 해외자원 확보 : 자원국과의 략  win-win 계 구축(ODA, 기술이 ,   

인 라 제공 등)

 - 일본의 자원외교를 통해 자원국과의 략  win-win 계 구축은 일본이 

자원국에 기술력과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자원의 안정공 과 자원개발기업의 

투자확보를 유치하는 것임

- 자원국에서 수요가 강한, 자원탐사기술과 자원개발에 따른 환경보  력 

등은, 일본이 장 을 활용하여 다른 국가와는 다른 응이 가능한 분야이며, 

극 으로 응함과 동시에 일본의 자원 외교의 기본  인식과 력 상황 

등에 해서 극 으로 발언하고, 자원개발에 있어서 일본에 한 깊은 

이해와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요

- 자원개발에 있어서 필요한 산 등의 주변 인 라( 력, 철도, 도로, 항구 등)

의 정비와, 자원개발에 필요한 인재육성에 한 지원에 해서 엔 차 , 

력 기술 등의 ODA와 일체 인 지원을 도모하고 자원국의 신에 지, 친

환경 기술 도입 등의 수요에 응한 에 지 력과의 제휴를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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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자원 소비국의 요구와 자원 보유국의 요구 

 소비국의 요구   자원국의 요구  

 소비국

 자원국

JOGMEC과의 공동조사  
JICA  HIDA의 연수  
문가 견    
                    

JOGMEC 업오해방지세미나  
JICA 개발조사   

기업에 의한 CSR활동 

인 라 정비    
- FS     
- 엔 차     
- 사업개발 등 융         
          

상  호  요  구 

자원의 안정공  

자원개발기업의  
투자확보   

기술이  

환경 력 

CSR   

인 라정비지원     

  

주 : JOGMEC(Janpan Oil Gas Metals National Corporation)는 독립행정법인 석유․천연가스․ 속

물 자원기구, JICA(Jan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는 독립행정법인 일본국제 력

기구, HIDA(Overseas Human Resources and Industry Development Association)는 재단법인 

해외산업인력육성 회,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는 기업의 사회  책임을 의미함

자료 : 日本経濟産業省(2009),「レアメタル確保戰略」, p.9.

○ 리사이클 : 주요 속의 리사이클 강화(자율  회수체계 구축) 

 - 요한 물의 리사이클 추진

 ▪ 요한 물에 해서, 기술 , 경제 인 리사이클의 실효성 검토를 진행, 

가능한 것에 해서는 리사이클 시스템 정비에 돌입해야 함

 - 휴 화, 소형가  등의 리사이클 시스템 구축  기술개발 진

  ▪휴 화, 디지털카메라, 그 외의 소형 가 , 경공구 등의 사용이 끝난 

제품에 해서, 리사이클 시스템의 구축과 기존 시스템을 활용한 회수 진에 

착수함과 동시에 연구 개발을 통한 희유 속의 회수  재이용을 진해 

나가는 것이 요

 - 아시아의 자원 환경 시스템 구축  계성청, 자치체 등과의 제휴

 ▪일본에서 축 된 리사이클 련 제도와 기술의 계 각국으로의 이 을 

진하고, 리사이클 등 3R분야 혹은 환경 분약에 한 아시아 여러 국가

와의 정책 화 등의 기회를 활용하여, 아시아 각 국가 간의 과제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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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교환, 력 가능성 등에 한 이해를 다져야 한다. 한, 계성청, 

자치체 등과의 제휴에도 노력해야 함

○ 비축 : 비축 상 물에 해서, 수  동향 등을 바탕으로, 비축 는 방출에 

극 으로 응해야 하고, 비축 상이 아닌 물에 해서도 시장 동향과 

리사이클 진행과정에서 비축 상 여부의 평가를 계속 해 나가야 함. 특히 

주시해야하는 물은, 산업계의 수요 악에 주력하고, 시장 상황에 미치는 

향 등에 한 응 가능성을 확인하고, 가능한 것에 해서는 신속히 비축

필요

○ 체재료 개발 : 체재료  사용량 감 기술개발(산업기술종합연구소를  

심으로 R&D 거 구축  산학연 )  

○ 일본은 최근 자국의 해, EEZ 는 공해상의 해 에 희토류를 포함하고 

있는 해 물(망간단괴, 망간각 등)에 한 탐사  련 기술개발을 

으로 추진하고 있음

- 일본 동경 학의 가토교수 은 태평양의 하와이와 랑스령 다비치주변의 

해 에서 희토류를 포함하고 있는 물을 확인하 다고 발표

- 태평양 해 에 존재하고 있는 희토류 추정매장량은 900억~1,000억톤으로 

이는 육상 매장량 1억 1천만원의 약 800~1,000배에 달함 

제3절 미국
□ 미국 에 지성이 2010년 발표한 「Critical Materials Strategy」보고서에서

는 오바마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클린 에 지경제구축을 한 희토류와 

그 외의 기자원의 역할을 분석하고, 안정  공 을 향한 략을 담고 있

음 그린 것이다. 

○ 이 보고서에서는 환경기술제품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기타 하이테크 제품

과 군수품 생산에 있어서의 희토류 확보에도 충분히 언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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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보고서는 ①풍력터빈  기자동차에 사용되는 구자석 ② 기자동차에 

사용되는 축 지 ③태양  발 시스템에 사용되는 박막 반도체 ④고효율 

조명시스템에 사용 되는 형 체 등의 환경기술 제품을 구성하는 4개의 부품

의 공  체인, 수요, 공 , 가격 데이터를 분석했음 

○ 미국 정부가 진행 인 기자원 련 로그램 외 희토류의 공 확보를 

한 주요 국가 책, 공 ․수요의 단기  망, 공 리스크의 평가 등을 

포함시키고 있음 

□ 미국은 향후의 정책 방침으로서는 8개의 로그램 분야에 을 두고, 이들 

분야에서 ①다양화한 로벌 공  ② 체재료 개발의 필요성 ③재생이용, 

재사용, 효율 인 사용과 보  등의 3개의 략  목표를 제시함 

① 연구개발(R&D)

 - 미국 에 지성은 11월과 12월에 희토류의 연구개발기술에 한 3개의 

Workshop를 개최하 으며, 이들의 회의에서 얻을 수 있었던 정보를 기

로 에 지성은 내년에 처음으로 기 자원에 한 통합연구개발 계획을 

발표할 정임 

 - 이 계획에는 어 구자석, 지, 태양  발 , 고효율 조명(LED 등)의   

개발과 비용으로 환경에 배려한 채굴법 연구, 가공과정에서의 기술 쇄신, 

재생 이용확 를 한 연구에 을 둘 방침임

② 데이터 수집

  - 철 한 데이터 수집은 정책결정에 있어서 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제로 미국지질조사소(USGS), 에 지정보국(EIA), 그 외의 련 부처와 제휴

하고, 기자원의 로벌시장 트 드의 데이터 수집에 처할 방침임 

  - 국제 희토류시장에 한 이해를 깊이 하고, 민간섹터에 안정 인 공 을  

하는 것과 동시에 희토류에 한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 으로, 향후 

Workshop 개최나 련 업계로부터 정보 수집을 실시할 정임 



－ 24－

  - 정기 으로 클린에 지 업계 상으로 희토류 수요시나리오를 정리하는  

  것도 검토 에 있음 

③ 국내생산의 인가 로세스

- 희토류의 국내생산 확 는 세계 기자원 공 원의 다양화에 크게 공헌한

다고 하고, 미국의 기술은 타국에서 안 하고 책임이 있는 채굴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어, 그것은 한층 더 공 원의 다양화에 연결된다고 강조함 

- 호주에서 산채굴의 인가를 취득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평균 1년인 것에 

비해 미국에서는 7~10년 걸린다고 지 하고 미국에서 희토류를 채굴할 때는 

채굴인가 취득에 걸리는 시간이 큰 벽이 되고 있다고 지

- 에 지성은 채굴인가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기는 하지만, 다른 련 부처와 

제휴하고, 가능한 한 채굴인가 로세스의 간소화와 연방․주 정부의 조정

을 도모해 간다고 하고 있음

④ 국내생산․가공에 한 자 지원

- 에 지성은 행 연방법으로는 희토류 채굴․가공에 해서 자 지원을 실

시하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지만, 온실효과 가스를 포함한 기오염 가스 배

출삭감을 한 신기술, 재생가능 에 지시스템의 부품생산, 차세  자동차

의 생산 등에서는 융자보증을 제공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

- 이러한 권한을 이용하면 희토류나 기타 기자원 이용확 를 한 지원을 

실 할 가능성이 있으며 기자원의 국내생산 확 를 해서는 가격지원이 

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추가 인 데이터 수집․분석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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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비축확

- 세계 몇 개국에서는 희토류의 비축을 시작하거나 검토하고 있음

- 이론 으로는 비축은 외국으로부터의 공 이 불안정하게 되었을 때의 책이 

되는 것이지만, 비축을 실시하면 그 물자를 일반시장에서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코스트가 비싸고 비축자체가 가격을 끌어 올리게 됨

- 따라서 해당 략은 시 에서는 상업용 클린에 지 기술의 사용을 향한 

비축은 권할 수는 없음

- 에 지성은 단기 으로는 민간산업에 가능한 범  내에서 재고확 를 장려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공 부족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지 않도록 신 한 

어 로치가 필요함

⑥ 재생이용

- 기자원의 재생이용(리사이클)은 수 핍박의 리스크를 억제해 올바른 방법

으로 진행한다면 환경보호에도 공헌할 수 있음

- 시 에서는 재생이용을 향한 경제  인센티 는 지만, 리튬 지 등과 

같이 사용이 끝난 제품의 회수 정책은 회수율을 높일 수 있음

-  보다 효율 이고도 코스트 효과가 높은 리사이클 방법에 한 연구개발로 

재생이용이 보 되는 일도 가능함

- 지자동차 축 지의 재생이용 등과 같은 미래 니즈의 확 가 상되는 분야

에서의 정부지원은 그 분야의 재생이용 인 라 정비에 공헌할 수 있음

⑦ 교육․노동력 양성

- 희토류나 기자원의 국내생산이 확 하면 해당산업에 종사하는 노동력의 

양성이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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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이 분야에서의 교육․훈련  생산능력 확 를 향한 투자는 국내

의 제조 기반을 높이고 쇄신을 가져옴

- 정부 산업, 연구기 은 클린 에 지 분야에서의 쇄신으로 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한 지난 몇 년간 에 지성은 인턴십, 펠로십, 장학  등의 

선발에서 재료 화학을 요시 할 망이고, 학, 기업 연구소등이 희토류, 

기타 기자원의 연구( 물․채굴 공학, 물 경제, 재생이용기술, 제조공학 

등)를 학생들에게 장려하는 것이 바람직함

⑧ 외교

- 이 보고서에서는 기술한 조사 항목에 해 많은 국가가 비슷한 정책을 검토

하고 있으며 이들 주요 국가와 력함으로써 기자원 시장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유리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연구개발을 향한 자원을 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함

- 따라서 향후 에 지성은 타국의 련 부처와 력할 방침이며, 특히 요한 

화 국가로서 국에 을 두고 국제 으로 다각 으로 계유지를 하고, 

한 경제 인 환경기술제품의 재료 공 이 美 中양국에 이익이 된다는 

견해 때문에 에 지성은 앞으로 국정부와의 화를 요시할 방침임

□ 클린에 지 보 에 수반하는 희토류수요 확

○ 미국의 국제 략 문제연구소(CSIS)는 희토류에 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에 지성의 데이비드 센달로우(David Sandalow) 정책 국제 계 담당 차 보

가 기조 강연을 실시함

○ 센달로우(David Sandalow) 차 보는 희토류 수요 체에 있어 클린 에 지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은 재 비교 으로 지만( 시 에서 약 20%), 장래 

환경기술상품이 보 함에 따라 이 비율은 50%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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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희토류 공 의 확 , 다양화를 향해, 에 지성은 각 련 부처,  타

국가의 정부와 정보를 공유하고, 력해 나가는 자세를 나타냄

○ 同 략은 단기 으로 가장 공  리스크가 높은 것으로 디스 로슘, 네오

디뮴, 테르비움, 유로피움, 이트륨을 들고 있고, 그 에서도 클린 에 지에 

있어서 요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서 디스 로슘을 들고 있음

□ 향후 망

○ 최근의 국에 의한 수출제한 향으로 연방의회에서는 년, 희토류의 국내 

생산 확 를 해 몇 개의 법안이 제출됨

○ 최근에는 하원에서는 9월 29일에 희토류․크리티칼 자원 부흥법안(H.R.6160)

을 가결함

○ 국에 의한 美희토류 수출정지 향으로 제출된 同 법안은 희토류, 기타 

기자원의 국내 생산 확 와 공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에 지성 부처내에 연구 개발 로그램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에 지성에 

해 일정한 조건을 갖춘 희토류 련 로젝트에 해 융자보증을 제공

하는 권한을 주는 규정 등을 포함시킴

- 그러나 국이 10월말에 美 희토류수출을 재개하여 同법안은 상원에 상정

되지는 않았고 이번 회기종료와 동시에 폐기를 할 정임

○ 최근 국은 일부 희토류에 한 수출세를 내년 1월부터 인상하겠다고 발표

했음

- 인상폭은 15% 정도라고 상되고 있으며, 향후도 계속, 략물자로서의 

희토류 국외 유출을 억제하고 싶은 의도로 볼 수 가 있음

○ 이러한 움직임 향으로, 미국정부는 희토류 공 부족을 둘러싸고 계속 경계

를 강화시킬 망이고, 차기 의회에서도 기 자원의 국내 생산 확 를 해 

같은 법안을 제출될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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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로 인해, 세계 각국이나 산업계에서의 희토류

에 한 심은 크게 높아졌으며 한 국가에 한 과도한 의존의 취약성에 

해서는 깨달았고, 통상, 외교, 군사기술, 자원 리 등에 해서 많은 논의가 

진행되었음 

○ 이번 美에 지성 보고서는 클린 에 지 분야의 일부 환경기술제품에 을 

두고 있지만, 가까운 시일에 국방성도 희토류 련 보고서를 발표할 정

으로, 이것은 국가안 보장 심으로 구성된 보고서가 될 것임

○ 그 외에도 美지질조사소(USGS), 의회조사국(CRS)등이 련 보고서를 정리

하고 있고 미국 정부의 다양한 부처에서도 각각 다각 인 제안 발표하기 

해 연구가 시작함

제4절 EU 
□ EU는 2000년 체결된 리스본 약을 근간으로 하여 공공 연합기구인 

ETP-SMR(Europen Technology Platform on Sustainable Mineral Reources)의 

주도로 희유자원 리를 하고 있음

<그림 3-3> EU의 희유자원 리 조직



－ 29－

□ EU는 2008년 발표한 희토류 정책은 역내 공  활성화, 소비량 감축  체 

물질 연구 추진 

□ EU는 미국이나 일본과의 공조를 통한 자원개발보다는 독자 인 공 망 구축을 

선호하여 2010년 6월 아 리카 동맹 원회(The Africa Union Commission)와 

원자재 분야의 력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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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국내외 기술 개발 황

제1절 국내
□ 국내에서는 표 으로 홍천과 충주에 희토류 속을 포함한 상이 매장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4)

○ 홍천 화 는 국내 유일한 카보 타이트형 희토류 상임 

○ 충주 어래산 화 에는 철 석내 희토류가 함유되어 있음

□ 해양에서 희토류를 개발하는 사업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한국해양연구원

이 수행하고 있음 

□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는 해양용존자원 추출기술개발사업과 해사  유용

물 회수기술개발에서 희토류에 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표 4-1>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희토류 련 연구개발사업

과제명 책임자 연구기간 2010년 연구비

해양용존자원 추출기술개발 정강섭 ‘10.4 ~ ’15.3 8,376백만원

해사  유용 물 회수기술개발 신희 ‘02.3 ~ ’13.4 669백만원

제2절 국외
□ 최근 해  자원  희토류 함유량이 높은 물로 망간단괴와 망간각이 주목 

받고 있음

○ 망간각에는 장소와 계없이 상당량의 희토류가 분포되어 있으며, 망간각에 

함유되어 있는 희토류의 자원평가는 재 수행 에 있음. 망간각에서 텅스텐

의 평균농도는 육지의 텅스텐 산보다 3~10배 정도 높음

4) 고상모(2009), 국내희토류의 수 , 부족 황  자원잠재성, 한국 물학회지 22권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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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해 물을 채취하기 해서는 고도의 기술개발을 요구함. 채취기술은   

 크게 부존량 평가기술과 채굴기술로 나  수 있음

○ 부존량 추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단 면 당 채굴할 수 있는 양을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임. 이를 해서는 넓은 지역의 망간각을 실시간으로 탐사할 

수 있는 원격조정장치(무인잠수정)가 필요함

○ 재 해 물 탐사에서 가장 유력한 기술은 감마선을 이용하는 장치임. 

감마선은 망간각과 기 암의 경계를 뚜렷하게 나타내주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

○ 심해 평원의 황화퇴 물, 망간단괴 등을 채굴하는 기술은 많이 진보되어 

있음. 그러나 망간각을 채굴하는 기술은 아직 만족할 수 에 이르지 못함. 

망간각 채굴에서 가장 핵심 인 기술은 울퉁불퉁한 기 암에서 망간각을 

어떻게 떼어내느냐 하는 것임. 이를 해결하기 해서는 불규칙한 표면에서도 

기 암을 건드리지 않고 가능한 높은 농도의 망간각을 회수할 수 있는 심해용 

굴착기계를 개발하는 것임

□ 재 경제성이 높아 향후 채굴가능성이 높은 곳은 태평양에 치한 백악기 

지층의 구요(guyot)를 덮고 있는 망간각과 화산기원 해 산의 열수황화물임

○ 스페인 연구 의 조사결과 남극 근처의 Scotia Sea에서 탐사된 망간각에는 

희토류가 0.34% 함유되어 있음

□ 코발트의 경우 태평양 수심 2,500m 보다 얕은 곳에 치한 해 산 표면의 

약 3.7% 정도만 채굴해도 세계에서 20년 동안 사용할 수 있음. 코발트 세계

시장은 한 번에 하나 는 두개 정도의 해 산이면 충분함

□ 통 으로 망간각은 코발트와 니  생산을 한 자원으로 여겨져 왔음. 그러나 

미래에는 희토류 생산을 한 자원으로 인식될 것임. 만일 희토류 채굴이 

주목 이라면 한 번에 더 많은 산에서 채굴이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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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해  채굴사업은 경제  목 뿐만 아니라 환경 향도 반드시 고려해서 

수행되어야 함. 2009년 1월에 미국에서는 태평양측 자국 EEZ의 여러 해 산

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채굴을 원천 으로 지시킴. 그러나 아직 

많은 해 산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며,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채굴될 것임

□ 환경 향을 최소화하기 해서는 채굴사업을 리감독하기 한 강력한 국제

약이 수립되어 공정한 개발을 유도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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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해양에서의 희토류 원소 개발 략

제1절 우리나라의 해저광물자원 연구
1. 개요
□ 우리나라의 해 물자원 개발연구는 크게 심해  물자원 개발사업과 배타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EEZ) 해양 물자원 조사사업이 있으며 

한국해양연구원에서 주로 수행되고 있음

□ 심해  물자원 개발은 1983년 북동태평양에서 첫 망간단괴 조사를 시작한 

이래 지 까지 북동태평양, 남서태평양, 서태평양, 인도양 등 세계 공해

(high seas)  타국 배타  경제수역을 상으로 망각각, 해 열수 상 등에 

한 조사를 수행하 거나 수행 에 있음

□ 배타  경제수역 해양 물자원 조사는 1994년 11월 유엔해양법 약과 1996년 

8월 우리나라의 배타  경제수역법이 제정됨에 따라 배타  경제수역의 효율  

리를 하여 해양 물자원 분포  해 지질구조 등의 기  자료를 확보할 

목 으로 1997년부터 수행됨 

<표 5-1> 한국해양연구원 희토류 련 연구개발사업

과제명 책임자 연구기간 2011년 연구비

태평양 심해  물자원개발 지상범 ‘94 ~ 10,100백만원

남서태평양  인도양 해양 물자원 

개발 
문재운 ‘99 ~ 2,800백만원

 배타 경제수역 해양 물자원 

정 조사
김성렬 ‘97 ~ 3,20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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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사업
□ 망간단괴는 태평양 해양지각 에 발달하는 클라리온․클리퍼톤 구조

(Clarion-Clipperton Fracture Zone)내의 심해평원을 심으로 넓은 지역에 

산  분포하고 있음

○ 망간단괴는 직경 약 1~10㎝ 크기로 여러 종류의 핵을 심으로 철망간산화물

(ferromanganese oxide)  토 물 는 불석 등이 동심원상의 층리를 

이루며 성장한 속집합체임

○ 주요 속들은 심해퇴 물의 속성작용 는 해수로 부터의 직 인 침  

등에 의해 농집됨

○ 한국 단독 구(75,000㎢)에 분포하는 단괴들은 수심 약 5,000m 내외의 깊이에 

부존되어 있으며 약 360백만 건톤의 석량이 확인됨

<그림 5-1> 북동태평양의 우리나라 망간단괴 할당 구 

자료 : 한국해양연구원 심해해 자원연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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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망간각 탐사는 서태평양 마샬제도 일  공해상  EEZ를 심

으로 수행되었음

○ 망간각은 북서 방향을 보이는 화산열도 부근 해 에 형성된 해 화산군의 

화산체를 피복하며 배태되고 있으며, 망간각은 철망간산화물  인산염 물

(phosphate minerals) 등으로 구성됨 

○ 망간각의 기원은 수성기원(hydrogenetic), 속성기원(diagenetic), 열수기원

(hydrothermal fluid) 등이 있으나 재는 상 물은 체로 수성기원을 

보임

○ 심해분지에 치한 탐사지역 해 산들은 기 부의 수심이 4,000m 정도이며, 

정상부의 수심이 1,400m 정도를 보여 해 산 높이가 약 2,500m 이름 

○ 해 산은 정상부가 넓은(~900㎢) 기요(guyot) 형태를 보이며 망간각은 이들 

해 산 표층부를 1~10㎝ 정도, 국부 으로는 10㎝ 이상의 두께로 피복하여 

분포함 

○ 재까지 망간각에 한 공해상 구등록은 국제 으로 시행되지 않았으며, 

국제 인 합의가 도출되는 향후 2~3년 내에 공해상을 상으로 한 망간각 

구 등록이 신속하게 진행 될 것으로 상

<그림 5-2> 망간각 탐사지역

                                                 <탐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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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간단괴와 망간각 비교

<그림 5-3> 망간단괴와 망간각                     

       

망간단괴                            망간각

<표 5-2> 망간단괴와 망간각

Type of resource Manganese nodule Manganese crust

Geological  

features

Area NE Pacific Ocean WC Pacific Ocean

Geological  

setting

oceanicintraplate              

(deep-sea plain)

oceanicintraplate       

(volcanic chain, seamount)

Host  rock
unsolidified deep-sea 

sedimnets 
volcanics

Shape of ore/ 

ore body 

nodule                       

 (1~10cm in diameter)   

crustification              

  (1~10 cm in thickenss)

Major minerals Fe-Mn oxides Fe-Mn oxides

Target metals Ni, Co, Cu, Mn Co, Ni

Genesis hydrogenetic, diagenetic diagenetic 

Scale of deposit >100km ~ 10km (seamount)

Amount of 

primitive 

resource

357millionton                

(proved, tenement area)

5.5millionton            

(indicated, 1 seamount)

Location 

and     

development 

status

Water depth 4000 ~ 6000m 1000 ~ 3000m

Relationship to 

high sea or EEZ
high sea high sea, EEZ

Tenement yes(from ISA2) not yet

Development on-site testing completed expl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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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EZ 해양광물자원 정밀조사
□ 사업목  

○ 우리 EEZ내 자원부 에 한 종합해양 물자원 확인  자원량 평가, 

해양자원정보 DB 구축, 해양 물탐사 기술개발 등을 통해 우리 해양자원의 

효율  이용․ 리  해양 토 리 강화

□ 사업실

○ 재 총 탐사면  218,141㎢

○ 천부시추 123정 , 드랫지 4정

○ 동해(메탄수화물, 인산염 물, 망간각, 해 석탄, 석유가스, 천부가스), 서해

(석유가스, 물, 희토류 등), 남해(석유가스, 물, 희토류 등)

□ 향후계획

○ 심부․천부 해양 물조사 : 탄성  탐사, 자력 탐사, 심부시추, 자기지 류

(MT) 탐사 등

○ 망간각  물내 희소 속과 희토류 자원 분포 확인

□  기 효과

○ EEZ내 해양 물자원 분포  자원량 정보에 기 하여 일본, 국과 경계

획정 상에 비한 략 수립

○ 국내 해양 물자원 정보를 토 로 자원개발  상용화 략 마련

○ 망간각  물내 희소 속과 희토류 자원 확보를 통한 국제자원무기화

에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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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심해저 희토류 자원과 육상 희토류 자원의 비교
□ 심해  희토류 자원 : 품  규모 체 

○ 심해  희토류 자원의 품 (0.02∼0.15%)는 육상(0.6∼8.9%)에 비해 히 

낮으나 육상 상 보다 규모로 부존

○ 심해  희토류자원은 품 로 인해 희토류만의 개발이 불가능 

- 주 채 종(Co, Ni, Cu 등)의 부산물로 채 해야 경제성 담보

○ 육상 상에서도 고품 의 일부 상을 제외하고는 주 채 종의 부산물로 

회수되고 있음 ( : 홍천과 국 Bayan Obo 경우 철 상)

□ 국의 롱난과 슌유, 러시아의 로보제로 지역에서 개발 인 상의 희토류 

품 와 한국해양연구원이 탐사한 망간단괴  망간각의 희토류 품 를 비교

하면, 재 개발 인 상보다 망간단괴나 망간각에 함유되어 있는 희토류의 

품 가 낮지 않음 

<표 5-3> 희토류 함유율 비교

지 역 국 가 품위(%) 부존형태 비 고

Longnan and 

Xunwu
  국 0.05~0.2 Laterite 개발 

Lovozero 러시아 0.01 Peralkaline Syenite 개발 

NE 태평양 심  해 0.10~0.13 망간단괴 탐사․채 시험

SW 태평양 심  해 0.14~0.2 망간각 탐  사

 자료 : 한국해양연구원 심해․해 자원 연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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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평양의 우리나라 할당 구에 매장되어 있는 망간단괴의 경우 2015년 상용화

기술이 완료되고, 2020년부터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상

○ 2020년 이후 연간 망간단괴 300만톤이 개발될 것으로 상되어 희토류는 

연간 약 3천 6백톤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 

○ 다만, 망간단괴에서 희토류 회수기술과 제․정련 기술이 개발 되고 있지 않음

□ 망간각은 희토류 함유율이 높고 망간단괴 보다 얕은 수심 800~2,500m 범 에 

분포되어 있어 채 비용이 망간단괴보다 렴할 것으로 추정

○ 우리나라 EEZ나 남서태평양 연안국의 EEZ에서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매장지역  매장량에 한 정보가 부족한 실정임 

□ 우리나라에서는 망간각에 한 연구개발 투자는 단된 상태이며, 우리나라 

EEZ에서 물자원 개발에 한 조사는 진행 에 있으나 충분한 산을 

확보하지 못해 략 인 조사만 수행  

제3절 소결
□ 기자동차 배터리, LCD 액정, 풍력발  등 첨단산업의 발 에 따라 희토류에 

한 지속 인 수요 증가가 상되며 이에 따른 공 원의 확보가 실함 

□ 지 까지 망간단괴나 망각각 등 해양 물을 상업 으로 개발한 사례는 없으나, 

련기술의 발 , 자원보유국의 희토류 무기화 정책( 세율 인상, 수출 쿼터제 

등), 육상 물의 고갈 등에 따라 향후 개발 가능성이 높음 

□ 우리나라는 그 동안 심해  물자원개발사업으로 해양 물(망간단괴, 망간각, 

열수 상)에 한 개발기술(탐사, 채 , 제․정련 등)이 선진국 수 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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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망간, 니 , 구리, 코발트 등 략 물의 지속 인 확보를 한 투자

와 함께 희토류 확보를 한 매장량, 매장지역의 탐사, 품 분석, 제․정련

기술개발 등이 포함된 해양 물자원 정책이 수정․보완하여야 할 것임 

○ 망간단괴, 망간각에 희토류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이에 

한 정확한 연구결과  정보가 부족한 상태임 

○ 한 공해뿐만 아니라 자국 는 타국의 EEZ내에서 희토류에 한 탐사를 

통해 매장지역, 매장량, 품  등에 한 연구가 시 함 

○ 략 속인 희토류의 확보 차원에서 단된 망간각에 한 연구개발이 다시 

시작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나라 EEZ에서의 물자원조사에서도 희토류 

상을 찾는 노력이 실함

□ 아울러 무분별한 채굴을 막고 환경 향을 최소화하기 해서는 국제해 기구

(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각 나라의 공정한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강력한 국제 약을 만들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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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그린란드에서의 희토류 원소 개발 략

제1절 그린란드의 개요 
□ 그린란드는 덴마크어로 그뢴랜(Grønland)이라고 불리며 지리 으로는 북아메

리카 북쪽에 치하며, 2009년 6월 21일 덴마크로부터 독립을 선언함 

○ 국방이나 외교 인 사안 등에 해서는 덴마크가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지만, 

그린란드의 지하자원을 사용하는 권리와 사법권, 경찰권 등을 독립 으로 

행사할 수 있음 

□ 그린란드는 캐나다, 아이슬란드와 국경이 해 있고 세계에서 가장 큰 섬으로서 

면 은 216만 6,086㎢에 이르고 최  동서 길이가 1,200㎞에 달함 

○ 북아메리카 북동쪽 서양과 북극해 사이에 치하며 지리와 문화 으로는 

북아메리카, 정치 으로는 유럽에 속함 

○ 캐나다, 아이슬란드와 국경이 해 있는데 동쪽은 그린란드해, 서쪽은 캐나다, 

남동쪽은 서양, 그린란드 북쪽은 북극해가 자리해 있음

○ 섬 체 면   85%가 얼음에 덮여 있으며 날씨가 워낙 추워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경작지가 2% 정도에 그침

○ 체 면   19%(410,449㎢)만 얼음이 덮여 있지 않은 거주 지역임

□ 섬 체 면   85%가 얼음으로 덮여 있고 2009년 1월 기  거주 인구는 

5만 6,194명임 

○ 수도는 크(Nuuk)이며 1만 5,000명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음

□ 원래 이 땅에서 살던 원주민들은 에스키모인이었으나 재 이들의 숫자는 

매우 은 편이고 에스키모인과 유럽계 사람들의 혼 인 그린란드인이 체 

인구에서 89%를 차지하고 나머지 11%는 다른 민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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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란드어와 덴마크어가 공용어로 사용되고 부분의 주민들이 덴마크 

루터복음교를 믿음 

□ 그린란드의 체 GDP는 21억 9,700만 달러이며 1인당 GDP로 환산하면 3만 

7,792달러 정도 수 임(2007년 달러가치 반  기 )

○ 그린란드의 주요 수출 품목은 새우, 게, 명태 등의 해산물이며 어업이 가장 

요한 산업이며, 그 밖에 목축(주로 양)과 사냥(바다표범, 고래 등)이 주요 

생업수단임 

○ 북부지방에서는 바다표범 잡이, 남부지방은 양치기, 부 연안지방은 어업이 

주업이며 어획한 것들을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구조임 

○ 그린란드 경제는 정부재정의 50% 가량을 덴마크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교역의 부분도 덴마크와 이루어지고 있음

○ 그린란드에서는 덴마크의 크로네(DKK)를 사용하며, 환율은 1DKK 당 약 

200원임

제2절 그린란드의 지질 및 광물
□ 그린란드의 지질은 주로 고기지질(paleostructure)5)로 구성

○ 4~5개의 습곡 (folded belt, 퇴  지역에 강한 습곡 작용으로 형성된 습곡 

지 ) 지역으로 구분되며, 그에 따른 특징 인 물분포를 보여주고 있음

○ 가장 큰 습곡 는 그린란드의 부분을 차지하는 앙습곡 로서 연․아연, 

동, , 텅스텐 등이 자원이 분포하는 지역

○ 동쪽에는 텅스텐 상들이 발달하는 것이 특징을 보여주고 있음

○ 남부 습곡 는 동, 철, 연․아연, 백 류, 니오비움 등이 분포하며, 최남단

에는 연아연 상이 분포하고, 니 (Ni), 크로뮴(Cr) 상이 많이 발견됨 

5) 고기지질(paleostructure)은 옛지질구조, 지질시 의  시기에 해당하는 지질학  구조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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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속 물자원으로는 흑연이 많이 분포되고 있으며, 빙정석(cryolite)6), 감람석

(olivine)7) 등이 산출되고 있는데, 감람석(olivine) 상은 재 1~2곳에서 

채굴 에 있는 것으로 악됨

○ 에 지 자원으로는 우라늄과 역청탄이 매장되어 있으며, 석유, 가스자원으로는 

서쪽과 동쪽 해안지 에 륙붕에 주로 분포함 

○ 그린란드 해안의 해상석유탐사에 참여하고 있는 회사들은 Grepco, Chevron, 

Arco, Mobil, GreeArtic 등이 있으며, 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탐사활동을 

벌이고 있음

□ 그린란드는 1800년 부터 물자원에 한 체계 인 탐사가 실시된 이후 

크롬(Cr), 동(Cu), ․은(Au․Ag), 철(Fe), 연․아연(Pb․Zn), 휘수연(輝水鉛, 

Mo), 인(P), 백 (Pt), 희토류(REE), 이트륨(Y)과 같은 규모 내지는 규모 

상들이 발견되었지만, 지 까지 극소수만이 개발되어 왔음

○ 재까지 탐사되어 잘 알려진 물자원으로는 철 석(30~40%), 연(4~6%), 

아연(4~6%), 동(0.5~1%), (0.001%), 희토류  희유 속(rare metal) 등이 

있음

제3절 그린란드의 희토류 광상
□ 그린란드에는 연안 지역에 희토류 상들이 매장되어 있으며, 재 여러 지역

에서 탐사가 진행되고 있음

6) 빙정석(cryolite)은 단사정계(單斜晶系)에 속하는 물로 설백색을 띠나, 때로 갈색을 띠며, 황산에 녹아 

루오르화수소를 발생하고, 가열하면 쉽게 녹고 황색의 불꽃을 가지며 주로 알루미늄 제련 시의 융제(融劑)

로 사용됨 

7) 감람석(olivine)은 사방정계(斜方晶系)에 속하는 물로 올리 색 는 황갈색을 띠며, 투명한 녹색 감람석은 

페리도트(peridot)라는 보석으로 리 알려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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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그린란드의 희토류 자원

□ 그린란드에서 지 까지 알려진 희토류 상은 다음과 같음 

○ 카보나타이트형(Carbonatite) : 주로 열수 화작용의 후기 산물로 단

(shear zone)나 리(joint)들을 따라 체들이 발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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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카리 입암형(Alkaline intrusions) : 마그마의 화산활동  분화된 마그마

가 층상으로 입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희토류 화작용으로서 이 경우 

열수 화작용이 첩될 수도 있고, 그 지 않은 경우도 있음

○ 페그마타이트형(Pegmatite) : 단순히 화강암과 련된 페그마타이트에서는 

갈렴석(allanite)8)나 모나자이트(monazite)9)와 같은 물들이 일반 으로 

나타나며 경희토류가 보통 부화되는 특징을 보임

○ IOCG(Iron Oxide Copper Gold) 화유형 : 희토류 부화는 동시성 마그마

에서 코발트(Co), 은(Ag), 우라늄(U), 구리(Cu)  인(P)의 함량이 증가함과 

동시에 나트륨․칼륨(Na․K) 변질이 범 하게 생기는 곳이나, 탈륨(Ti)

의 함량이 낮아지는 곳에서 생기는 형 인 희토류 화작용

○ 사 상형 : 이차 으로 물이 퇴 되어 생긴 상으로서 모나자이트나 

제노타임과 같은 희토류 물들이 사 상에서 흔히 산출됨

□ 그린란드에서 지 까지 밝 진 희토류 상으로는 Kvanefjeld,  Kringlerne, 

Sarfartoq, Karrat, Qaqarssuk, Motzfeldt Sø, Tikiusaaq, Kap Simpson 등이 

있음 

8) 갈렴석(allanite)은 운모, 각섬석 등과 함께 단사정계(單斜晶系)에 속하는 조암 물(造岩鑛物)로 페그마타이트나 

편암․편마암․자철석 석에서 산출됨

9) 모나자이트(monazite)는 단사정계(單斜晶系)에 속하는 세륨족 희토류원소의 인산염 물로 산성심성암, 편마암, 

결정편암 에 지르콘과 함께 부성분 물로 산출되거나 화강암질 페그마타이트나 고온열수 맥 속에 농축

되어 상을 이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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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그린란드의 표 인 희토류 상

광상명 광상유형 지질 및 광상 규모 및 품위

Kvanefjeld Alkaline

Known deposit. High level of information.

Extensive drilling has been conducted on the 

deposit.

Contains uranium above background level.

․619 Mt

․6.6 Mt TREO including 

0.24 Mt heavy REO, 0.53 

Mt Y2O3 + 350 Mlbs U3O8 

and 1.4 Mt Zn).

Kringlerne Alkaline

Known deposit. High level of information. 

Extensive drilling has been conducted on the 

deposit. Lowuranium content below or equal 

to background level.

․1,000 Mt 

․2% ZrO2, 0.25% Nb2O5, 

0.5% REO, 0.1% Y2O3 and 

0.025% Ta2O5.

Sarfartoq Carbonatite

Known carbonatite showing. Kimberlites & 

terraine boundary in the area(active 

pathways).

․14 Mt 

․1.53% TREO.

Karrat Other

The REE prospect have been drilled which 

classifies it as an undiscovered deposit. 

Lamprophyric dykes are found in the area( 

active pathways). The deposition model is 

not yet fully understood more work required.

․26 Mt 

․1.36% TREO + Y.

Qaqarssuk Carbonatite
Known carbonatite showing. Lamprophyres 

are found in the area(active pathways).

REE resource is currently

being investigated.

Motzfeldt Sø Alkaline

Known REE prospect. Micro syenites(which 

host the REEs) not much investigated. 

Limited drilling only Ta, Nb and U targets 

drilled. More work is needed to evaluate the 

REE potential

REE resource is currently 

being investigated. 

Historical data: 600 Mt , 

120 ppm Ta +130 Mt 

grading 0.4 - 1.0% Nb205.

Tikiusaaq Carbonatite

Known carbonatite showing. Lamprophyres 

and possible terraine boundary in the 

area(active pathways). 

REE resource is currently 

being investigated.

Kap Simpson Alkaline

Alkali syenite complex. Malmbjerg type 

alteration(high temp) seen via hyperspectral 

mapping. Several sources of mineralised 

rocks sampled from glaciers.

Unknown. Rock samples 

enriched  in REEs(3%) & 

Nb(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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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vanefjeld 상

○ Kvanefjeld 상은 복합 원소로 구성된 희토류 상으로 남부 그린란드에 

있는 나루삭(Narsaq)으로부터 북쪽에 치하고 있음

○ 이 상은 세륨(Ce) 40%, 란탄(La) 25%, 네오니뮴(Nd) 15%, 이트륨(Y) 10%, 

라세오디움(Pr) 5%가 매장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희토류가서 5% 매장

되어 있음

○ 그린란드미네랄에 지社(Greenland Minerals and Energy A/S) 발표에 의하면 

자원량은 다음과 같음

- JORC(Joint Ore Reserves Committee) 자원량 : 437Mt

- 상 자원량 : 182Mt

- 속량 6.6Mt의 TREO  0.24Mt 희토류, 0.53Mt Y2O3, 350Mlbs U3O8 

 1.4Mt의 Zn 함유

- 지표 근처에 고품 가 발달(품  TREO 1.4%, U3O8 404ppm, 량 122Mt)

□ Kringlerne 상

○ Kringlerne 희토류 상은 층상의 애그퍼이틱 하석질 섬장암(agpaitic      

nephenline syenites) 하부에 형성된 상임

○ 이 섬장암은 카코오토카이트(Kakortokite)로 명명된 암체이고, 그린란드 남부 

나르삭(Narsaq)과 카코르톡(Qaqortoq) 인근에 분포되는 암체

○ 카코오토카이트(Kakortokite)암체는 총 29회에 걸쳐 형성된 층으로서, 체 

두께는 약 200m에 달한다. 흑색 섬장암(arfvedsonite 우세), 홍색 섬장암

(eudialyte 우세)  백색 섬장암(feldspar 우세) 암체로 구성 

○ 유디아라이트(Eudialyte)는 탄탈, 네오니뮴, 지르코늄, 이트륨(Ta, Nb, Zr, Y)

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물이며, 림발(Rimbal Pty Ltd)사는 이 물을 주 

탐사 상으로 하고 있음



－ 48－

○ 림발(Rimbal Pty Ltd)사 발표에 의하면, 매장량은 1,000Mt 정도이며, 품 는  

ZrO₂2%, Nb₂O₅0.25%, REO 0.5%, Y₂O₃0.1%, Ta₂O₃0.025% 임

○ 유디아라이트(Eudialyte) 물 내 경희토류와 희토류 비는 각각 88%와   

12%임

□ Motzfeldt Sø 상

○ Motzfeldt Sø 상의 하석질 섬장암체에 산출되는 소록석(Pyrochlore) 내

에 상당한 양의 Tantalum이 함유되고 있음  

○ GEUS가 1980년 에 추정한 자원은 600 Mt이며, 품 는 탄탈(Ta)-120ppm

안 , 고품 는 탄탈(Ta)-426ppm임

○ 네오비움(Nb) 자원은 최소 130Mt이며, 그 품 는 0.4-1.0% 네오니움(Nb)205

으로 알려졌는데, 이 상은 품 - 규모 상

○ 람리소스(Ram Resources Ltd)사는 최근 희토류를 함유하는 입암을 조사

하고 있음

○ 2010년 조사자료에 의하면, Ta-Nb 화작용은 희토류 화작용과는 아주 

미약하게 상 계를 가지고 있음

○ 입암의 심부에 탄탈-네오니움(Ta-Nb) 화작용이 인지되며, 주로 변질 

섬장암, 소규모 페그마타이트, 섬록암 dykes등으로 구성되고 있음

○ 하지만, 고품  희토류 화 (유용 물이 모여 있는 특정 지역이나 지 . 

즉 상이 모여 있는 지 로서 개개의 상과는 지리 인 규모에서 구별됨)

가 심부의 페그마타이트(석 , 장석, 운모 따 의 거친 입자의 결정으로 

이루어진 화성암)에서 발견되며, 동쪽으로 갈수록 품 는 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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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rfartoq 상

○ Sarfartoq 카보나타이트 암체(564Ma)는 노두10)(露頭, outcrop)가 잘 발달되는 

암체로서 아키언 크 이톤(Archaean craton)과 Palaeoproterozoic Nagssugtoqidian 

변성  사이의 변이 (transition zone)에 발달하는 암체임 

○ 모암은 화강 섬록암질 편마암(Ganodioritic gneisses)임

○ 이 암체는 1976년 GGU가 역 항공탐사와 후에 실시된 지상 탐사에서 발견된 

상임

○ 그 후로 다이아몬드, 인, 네오비움, 희토류 등에 을 맞추어 탐사를 실시

했음 

○ 이 암체의 앙 핵심부는 일련의 환상의 layers 는 dykes(암맥)로 둘러

싸이는데, 수많은 카보나타이트 각력상 맥들이 입하고 있고, 페니티제이션

(fenitisation)이 심부 주 에 나타나고 있음 

○ 니오비움과 희토류 화작용은 외곽의 fenitised받은 지역에 나타나고 있음

○ 희토류 물들은 토륨과 상 되어 있으며, 주로 bastnasite, synchysite, monazite

와 같은 물들이 산출

○ 2010년에 허드슨리소스(Hudson Resources)사는 암체의 북쪽, 사이트 ST1

에 해서 추정 매장량 14Mt을 계산하 는데, 그 평균 품 는 1.53% 

TREO이며 cut-off 품 는 0.8% TREO 음 

○ 희토류는 45% 세륨(Ce)20% (란탄)La25% (네오니뮴)Nd6% ( 라세오디움)Pr2% 

(사마륨)Sm2%의 (가돌리늄)Gd, (니스 로슘)Dy, (이트륨)Y 등 함량을 보임

10) 암석이나 지층이 흙이나 식물 등으로 덮여 있지 않고 지표에 직 으로 드러나 있는 곳을 말하며, 주로 

건조한 지역의 산에서 많이 발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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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qarssuk 상 

○ Qaqarssuk 카보나타이트 암체(165Ma)는 그린란드 서부 Maniitsoq로부터 

60km 동쪽에 치하는데, kimberlite dykes나 알카리 입암체를 따라 

Archaean기의 편마암체를 입하고 있음

○ 카보나타이트 암체의 성분은 sövite로부터 rauhaugite까지 다양하게 변하고 

있음

○ 2010년에 나미네랄(Nuna Minerals A/S)사는 카보나타이트 암체에 한 

탐사를 시작하 으며, 2011년 한국극지연구소가 이 상을 1차로 탐사한 

바 있음

○ 주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암체의 심부로서, 카보나타이트 맥들이 발달하고 

있는 지역임

○ 나미네랄(Nuna Minerals A/S)사는 1.5km2의 면 에 하여 조사를 하

는데, 평균 품 는 TREO 2.4% 으며, 주요 물은 스트론티움-희토류 

탄산염 물인 ancylite임

○ 이 물에는 경희토류가 우세하며, 세륨(Ce)50%, 란탄(La)27%, (네오니뮴)Nd16%, 

( 라세오디뮴)Pr5%의 구성비를 보임

○ 희토류 맥은 그 두께가 보통 1m 이내

□ Tikiusaaq 상

○ Tikiusaaq 카보나타이트는 2005년 GEUS가 역 하천 퇴 물 탐사와 역 

항공물리탐사로 찾은 암체

○ 괴상 돌로마이트-방해석 카보나타이트 상체로 구성되며, 약 158Ma의    

성 약선 를 따라 입

○ 카보나타이트는 후에 탄산염이 풍부한 염기성 dykes에 의해 입당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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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미네랄(Nuna Minerals A/S)사는 2010년에 Tikiusaaq 카보나타이트 암체를 

탐사하기 시작했으며, 한국극지연구소가 2011년에 탐사한 곳임

○ 희토류 물은 카보나타이트 후기 상에 농집되는데, 주요 희토류 물은 

역시 ancylite(Sr-REE carbonate)임

○ 희토류 함량이 많은 카보나타이트의 지표 시료는 TREO-9.6%(경희토류 우세)

의 함량을 나타내며, 토륨 이상 지역에서 발견

○ 희토류의 구성비는 Ce-47%, La-33%, Nd-12%, Pr-4%, 기타 희토류-4%의 

함량을 나타낸다. 카보나타이트 심의 지표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높은 

인 함량( P₂O₅ -8.5%까지)이 확인

○ 최근의 방사능  자력탐사 자료에 의하면, 체의 규모는 연장 약 750m, 

폭 100m로 발달하며, 카보나타이트 dykes는 심부로 최소 500m까지 발달

□ Niaqornakassak  Umiammakku Nunaa 희토류 상

○ 그린란드 서부의 Niaqornakassak(NIAQ) 희토류 상은 2007년 아바나

리소스(Avannaa Resources Ltd)사에 의해서 발견되었음

○ 2009년에는 체의 연장부를 NIAQ로부터 7km 떨어진 Umiammakku Nunaa 

(UMIA)반도에서도 발견함

○ 아바나리소스(Avannaa Resources Ltd)사는 이 두 상을 ‘'Karrat’' 상으로 

명명

○ 2010년에 아바나리소스(Avannaa Resources Ltd)사는 NIAQ와 UMIA 상에 

해서 다이아몬드 시추를 포함하여 13개의 bulk samples을 하는 등 탐사

작업을 함

○ 희토류는 Palaeoproterozoic의 Karrat Group의 앰피볼라이트 암체 내에서 발견

○ NIAQ 상의 주향 연장은 1.5km이지만, 체의 양쪽이 더 연장 발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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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의 NIAQ 체는 최고 해수면 56m 에서 발견되며, 해수면 아래로는 

168m까지 확인되고 있음. 그 층후는 략 10m와 33m 사이

○ NIAQ 상에 한 bulk samples에서 평균 품  TREO-1.36%를 보이는데, 

희토류의 평균 함량은 략 13% 정도

○ NIAQ 체에 한 일차 분석결과, 자원량은 약 26Mt임

○ 희토류 물로는 주로  bastnasite, monazite, allanite 등인데, 열수 작용에 

의해 형성된 상

○ UMIA 체에 해서는 아직 조사가 덜 됨

○ 3개 공 시추(지질(地質) 조사나 상(鑛床)의 탐사 등을 해 땅속 깊이 구멍을 

뚫는 작업)자료에 의하면, UMIA 상의 TREO 함량은 0.08~0.12% 사이

□ Milne Land REE deposit

○ 1968년 노르디스크민셀스카 (Nordisk Mineselskab A/S)사는 Mesozoic의  

사 시료채취와 항공방사능 탐사를 하다 Milne Land 사 상을 발견

○ 사 은 Charcot Bugt층의 기 에 부존되며, 부분의 이상  지역은, "Hill 

800" 피요르드만에 발달하며, 직경이 500m, 층후는 40~50m 정도인 것으로 

알려짐

○ 물(암석이나 사질 퇴 물을 구성하는 물로서 그 비 이 로모포름의 

비 인 2.85보다 큰 물)은 20m 두께의 기  사암층 내에 부존되고 있음

○ 희토류 물로는REE, 티탄(Ti), 토륨(Th) 등을 함유하는 모나즈석(monazite)임

○ 1990년, 코 하버루틸(Coffs Harbour Rutile)사는 15톤에 달하는 bulk 

sample을 "Hill 800”지역 5개소의 pits에서 채취하 고, 약 10톤에 해서는  

정련시험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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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럿 규모(pilot-scale)의 연구에서 monazite, zircon, garnet 등 상업 으로 

생산을 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지만, 미립이고 복잡한 산상으로 인하여 

추석(anatase)는 얻을 수 없다는 결론

○ 코 하버루틸(Coffs Harbour Rutile)사는 "Hill 800”의 자원량을 3.7Mt으로 

보고 있으며, 그 품 는 zircon-1.1%, monazite-0.5%, anatase-2.6%, garnet-3.1%, 

xenotime-0.03%임

○ 사이러스미네랄(Sirius Minerals Ltd)사는 재 이 사 상에 하여 희토류

의 잠재성을 조사

□ 그린란드 희토류자원(결론) 

○ GEUS는 그린란드 남부에 이미 알려진 Kvanefjeld와 Kringlerne 상 외에도 

새로운 희토류 상의 잠재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생각하고 있음

○ 가장 가능성 있는 지역으로 Grønnedal-Ika 카보나타이트와 Qassiarsuk 카

보나타이트가 나오는 지역으로 생각함

○ 그린란드 서부는 희토류 상이 배태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카보나타이트가 

발달하는 가장 유망한 지역임

○ 그린란드에서 이미 알려진 상 에는 Sarfartoq, Qaqarssuk, Tikiussaq 

등이 있으며, 이  Tikiussaq은 2006년에 발견된 상

○ 그린란드에서 좀 더 원거리 지역이고 덜 조사된 지역으로 동부 그린란드의 

Kap Simpson 알카리 입암체이며, 남동부의 Skjoldungen 알카리암 지역도 

희토류 상을 배태하기 좋은 지역

○ 수개의 알려진 상들에 해 이미 탐사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개발단계로 

이행하기 하여 재 시추 작업들을 진행되고 있음

○ 앞으로 그린란드는 세계 희토류 수요에 큰 공헌을 할 지역으로 떠오를 것

이며, 그린란드는 희토류의 주 수출국이 될 것으로 그린란드 정부는 기

하고 있음(그림 6-2)



－ 54－

<그림 6-2> 그린란드의 희토류자원 잠재성

제4절 그린란드의 광물자원 탐사현황
□ 최근 2년간 그린란드에서 탐사에 한 심이 증가하고 있음

○ 가능성이 큰 몇 개의 규모 로젝트에 심이 증가함

○ 다음은 최근, 그린란드에서 심이 증폭되고 있는 주요 자원에 한 탐사

황

1) 강옥-corundum(루비  핑크 사 이어)

- 캐나다의 회사인 투루노드 (True North Gems Inc.)사는 서부 그린랜드의 

Qeqertarsuaatsiat지역에서 강옥에 한 정  탐사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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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2007, 2008년 야외조사 에 이 회사는 시추탐사를 실시하여, 시료를 

채취함

- Aappaluttoq 상에서는 총 27.8톤의 유색 강옥(루비와 사 이어)을 채굴

- Aappaluttoq 상은 그 지역에서 가장 유망한 상 부존지역임

- 화  폭은 1~2미터에 달함

- 투루노드 (True North Gems Inc.)사는 3.6톤에 달하는 시료를 다른 장소

에서도 채취하 으며, 시료는 캐나다에 분석과 분류를 의뢰함 

- 2008년에는 160톤에 달하는 시료를 채취했지만,  아직 선 시험은 실시하지 

않음

- 원 석은 보석 과 품질이 좀 떨어지는 보석 으로 나  수 있음

- 보석 등 의 루비와 사 이어는 보석 품질 기 에 근거하여 다시 분류를 함 

- 투루노드 (True North Gems Inc.)사는 유색 강옥(루비와 핑크 사 이어)에 

하여 총 65공의 시추를 하여 그  45공에서 강옥 체를 발견함 

- 향후 투루노드 (True North Gems Inc.)사는 노천 채굴로 채 을 할 계획

이고, 20~30명을 고용할 계획

2) Eudialyte(Zr, REE)

- 호주 림발(Rimbal Pty. Ltd)사는 남부 그린란드 Narsaq남동쪽에 Kringlerne로 

불리고 있는 곳에서 eudialyte 상을 조사하고 있음

- eudialyte는 지르코늄, 니오 와 희토류 원소를 포함하는 물

- 자원은 략 29억 5,000만 톤으로 평가되는 규모 상

- 2001년 이후 림발(Rimbal Pty. Ltd)사는 Kringlerne 상에서 물 탐사를 

실시했는데, 이 상은 특히, 지르코늄과 희토류, 탄탈륨, 니오비움과 같은 

물이 농집되어 있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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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상에 한 석의 선  시험 결과 몇 몇 장소에서 지르코늄, 니오 , 

리튬, 이트륨, 루비디움, 베릴륨, 스트론티움과 희토류 원소의 함량이 높은 

값을 나타냄

- 2010년에는 경제성 평가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짐

3) Diamond

- 허드슨리소스(Hudson Resources)사는 지난해 그린란드에서 다이아몬드 탐사

로젝트를 실시했음

- 허드슨리소스(Hudson Resources)사는 캐나다에 분석을 하기 해 시료를 

보냈으며, 그린란드의 서부 해안의 Kangerlussuaq Garnet호수 남서쪽에서 

다이아몬드를 함유하는 킴버라이트 560톤 이상을 채취하여 선 시험을 함

- 허드슨리소스(Hudson Resources)사는 다이아몬드를 배태하는 모암의 경계를 

2,000m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히고 있음

- 그린란드에서 다이아몬드는 이미 Sarfartoq지역에서 발견되었음

- 지 까지 그린란드에서 발견된 다이아모드  가장 큰 다이아몬드는 2.5 캐럿

- 아바나리소스(Avannaa Resources)사는 좋은 시료를 오래 에 찾았는데, 

이러한 시료  하나는 그 크기가 0.83×0.66×0.53mm에 달함

- 2008년에 아바나리소스(Avannaa Resources)사는 10개의 큰 다이아몬드를 

포함하여, 총 1,487개의 다이아몬드 434kg의 시료를 채취하 음

- 이 시료를 찾음으로서 서부 그린란드 다이아몬드 상구를 Maniitso의 서부

지역에서 북쪽 Disko/Nuussuaq지역까지 확  해석할 수 있게 됨

4) Iron

- 2006년에 국의 런던마이닝(London Mining plc.)사는 캐나다의 햄머스미스

매니지먼트(Hammersmyth Management)사로부터 탐사권을 인수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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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사권을 인수 받은 지역은 Nuuk 150km 북동쪽에 치하며, 규모 호상 

철 상이 발달하고 있는 지역임

- 상은 빙하로 덮인 곳의 하부까지 발달하고, 철 품  34%의 철이 9억 

6,100만 톤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그 지역은 1960년  이후부터 다른 회사에 의해서 탐사되었으나 인 라가 

안 좋아 개발이 안 되었던 지역임 최근에는 기술개발로 상이 개발될 수 

있다고 생각

- 2008년에는 시추 탐사가 실시되었는데, 빙하 인근에서 실시하는 시추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총 10개 공 1,400m의 시추를 하 음

- 2008년에는 지역의 동물상과 식물상을 알기 해 역 환경 연구도 동시에 

실시하 음 

- 런던마이닝(London Mining plc.)사는 그린란드 국립박물 과 력 하에 

고고학  연구도 수행

- 런던마이닝(London Mining)사는 2011년 개발허가를 신청하 고, 경제성 

평가연구도 실시하고 있음

- 그 로젝트의 계획은 노천채굴과 500명의 인부 고용하는 계획

5) Zinc

- 아이온바크징크(Ironbark Zink Limited)사는 Citronen 피요르드에서 탐사 

허가를 받아 북부 그린란드에서 수공의 탐사공을 뚫었음

- 이러한 시추공에 근거하여 아이온바크징크(Ironbark Zink Limited)사는 한계 

품  2%, 아연 품  4.7%, 매장량 1억 200백만 톤의 자원을 찾았음

- 이러한 매장량 확보는 향후 탐사 망을 밝게 해 주는 것이어서 비 경제성 

평가 작업을 추진 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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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온바크징크(Ironbark Zink Limited)사는 이러한 탐사로 인하여 북부그린 

랜드에서 세계 인 SEDEX 유형의 연-아연 상을 갖게 되었다는 자부심을 

갖게 됨

- 아이온바크징크(Ironbark Zink Limited)사는 2008년 3월부터 8월까지 야외

조사 기간 에 시추탐사도 실시하 는데, 총 43공 11,229미터 시추를 하 음

- 그 결과는 추가로 1개의 아연 체를 확인함

-  다른 회사가 1993년부터 재까지 총 44,000m에 달하는 시추를 Citronen 

피요르드에서 하고 있음

6) Gold

- Storo 탐사 로젝트(691km2)를 실시하는 지역은 Nuuk로부터 40km 북동

쪽, Nuuk 피요르드의 Storo섬 북쪽에 치하고 있음

- 나미네랄(NunaMinerals)사는 2003년 이후부터 8km 이상의 다이아몬드 

시추를 포함하여 Storo에서 역 탐사를 실시하고 있음

- Qingaaq산맥과 Aappalaartoq산맥 사이의 15km
2에 달하는 지역 수 곳에서 

 부존 망이 밝은 것으로 이 회사는 해석하고 있음

- Storo 허가 지역의 일부인 Qussuk 녹색암 (Greenstone belt)에서 경제성  

있는  화작용이 감지되고 있음

- 2005년과 2006년 결과에 한 후속탐사로, Storo  로젝트(691km
2)를 수행

하고 있음

- 2007년에 물리탐사와 지표 시료 탐사를 체계 으로 실시하 는데, 이 회사는 

2008년과 2009년에도 시추와 다른 탐사 등을 포함하여 야외조사 실시

- 지표 시료채취를 하여 일차 으로 분석한 결과, Qussuk 북부 지역에서 최고 

2.9g/t의 이 검출되었음

- 시추 코아 분석에서는 이 최고 14.5g/t까지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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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백 (Platinum Group Elements)

- 2007년 이후, 호주 탐사 회사인 라티나리소스(Platina Resources Limited)

사는 동부 그린란드의 Kangerlussuaq피요르드의 북Skaergaard에 상 탐사

허가를 취득하 음

- 이 회사는 주로 , 라듐, 라티늄, 바나듐과 티탄을 상으로 탐사

- Skaergaard 로젝트는 지난 30년간 많은 다른 회사들에 의해 조사되었   

으며, 아직도 조사 에 있는데, 부분 으로 팔라듐, , 라티늄과 같은  

규모 귀 속 자원을 상으로 하지만, 규모 티타늄과 바나듐 상의  

발견 가능성 때문임

- 티탄과 바나듐은 그 자체로 경제성이 있지는 않지만, 상 체로 볼 때 

개발 시 그 로젝트의 경제성이 커지기 때문임

8) 방사성 물

- 그린란드에서 재 방사성 원소에 한 탐사와 채굴은 허용되지 않고 있음

- 2008년의  정부는 물석유국에 의해 비된 우라늄 향평가를 승인했음

- 이 자료에는 우라늄 개발에 한 사회 , 환경 인 범 한 향에 하여 

기술하고 있음

- 캐나다의 Saskatchewan의 우라늄 업과의 비교로, 그린란드의 우라늄 업에 

한 계획을 제시

- 그 후 그 계획은 다른 마을 시민 집회에서도 발표되었음

- 2008년의 가을, 정부는 우라늄 향평가를 토의하 는데, 우라늄 조사와 

개발을 허락해야 할 것인지 최종 결정을 하기 한 것이 주목 이었음

- 그 뿐만 아니라, 방사성 원소의 조사와 개발에 한 재의 인 지령이 

불변인 채로 있어야 하는지, 혹은, 그것을 탐사하고 이용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에 해서 솔직한 논의를 하는 것을 정부는 원하고 있는 실정

- 남부 그린란드에 있는 Kvanefjeld 희토류(REE) 상, 서부 그린란드에 있는 

Motzfeldt So 니오비움-탄탈륨 상과 Sarfartoq 카보나타이트 상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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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상들은 방사성 물 개발에 한 지 조항 때문에 재까지는 개발할 

수 없는 상들임

9) 에 지자원(Mineral Resources)

가) 우라늄자원

- Narssaq에 분포하는 우라늄 상은 단지 탐사 측면에서 조사한 상임

- 우라늄 자원에 한 탐사는 그린란드 남동지역 여러 곳에서 실시되었는데, 

주로 유럽 공동체들의 재정 지원하에 탐사가 진행되었음

- 여러 곳에서 상이 발견되었지만, 탐사 확 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Narssag 우라늄 상은 27,000톤의 매장량이 확인되었음

- 그러나 생산비는 우라늄 품 가 300~500gr/t으로 낮아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이고, , 우라늄 물의 산상이 화학 으로 추출하기 어렵게 나타나기 

때문에 생산비가 높아질 것으로 보임

- 1980년에 Kvanefjeld에서 약 20,000톤의 석을 추출한 다음, 채 작업을 

종료하 고, 이  4,000톤의 석은 Riso에 있는 국가실험소에서 추출경제성 

평가를 하 음

- 당시 자료로는 그랜랜드에서 생산되는 우라늄의 매가격은 50$/oz이 되

어야 했음

- 그 후 우라늄 가격의 하락으로 인하여 개발은 되지 않았음 우라늄 채 의 

경제 인 측면 외에 환경 인 요인이 역할이 큰 역할을 하고 있음

- 덴마크에서 원자력 발 소의 건설은 환경 인 요인에 의해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임

- Narssaq지역에서 생산을 하기 에 Narssaq지역 체에 하여 자연환경

조사를 실시

나) 석탄

- 그린란드에서 석탄 생산의 에서 보면 Nugssuaq반도가 요한데, 이 

지역에는 100백만 톤의 석탄이 매장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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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통 인 채  방법으로는 약 20백만 톤 밖에 채 을 할 수 없음

- 약 325km2에 달하는 면 에 하여 석탄의 양이나 질에 한 연구를 하 음

- 덴마크 력사에서 이러한 조사연구에 하여 심을 보이고 있음

- 하지만 탄층의 두께나 치나 질로 볼 때 탄을 개발하기는 부족한 면이 

있어, 투자하기를 꺼리고 있는 실정

- 그린란드 사람들은 에 지 자원의 탐사나 개발에 큰 심을 가지고 있는데, 

덴마크가 세계에서 큰 석탄 수입국이기 때문에 그린란드에서 석탄 생산은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

다) 석유  천연가스

- 그린란드에서 석유탐사는 1970년  후반 그린란드 서쪽 륙붕 해안에서 

처음으로 실시하 음

- 북  63°~68° 사이의 지역에서 5개 공 시추를 하 는데, 모두 유징이 발견

되지 않았음

-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서쪽 륙붕 지역에서는 석유 부존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임

- 북쪽 그린란드에서는 퇴  분지가 Peary Land에서 카나다령 Archipelago

까지 발달하고 있음

- 이 지역은 원유  가스 발견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임

- 이미 카나다령인 Melville섬과 Ellef Ringnes섬 근처에서는 규모 가스매

장량이 발견되었으며, Eureka인근의 Bathurst섬 Ellesmere섬에서는 원유가 

발견되었음

- 이 지역은 그린란드로부터 300~400km 떨어진 거리에 치하고 있는 지역

- 그린란드에서 Jameson Land지역은 지질학 인 요인으로 볼 때 원유 매장 

가능성이 가장 높은 흥미 있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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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그린란드의 광업현황
□ 그린란드는 재 그린란드 정부의 극 인 개방정책에 힘입어 석유자원, 

물자원 등을 탐사하기 하여 많은 외국회사들이 진출하고 있음 

○ 특히 자원탐사 선진국인 호주, 캐나다, 국 등의 회사들이 많이 진출하여 

탐사를 하고 있음

□ 물자원 탐사에 필요한 허가로는 조사허가(Prospective Licence), 탐사허가

(Exploration Licence), 개발허가(Exploitation Licence), 소규모허가(Small-scale 

Licences) 등이 있으며, 소정의 Licence Fee를 지불해야함

○ 석유탐사의 Exploitation Licence는 일반 으로 10년간이며, 생산을 개시하면 

30년간 연장이 가능

○ Exploitation Licence Fee는 연간 100만 크로네(약 2억원)이며 이외에 고용

교육훈련비로 연간 25만 크로네(약 5천만원)를 지불하여야 하며 정규 보고서

를 제출하여야 함

□ 2010년 말까지 그린란드의 업 련 허가는 다음과 같음

○ 조사허가(Prospective Licences) 16건, 탐사허가(Exploration Licences) 74건, 

개발허가(Exploitation Licences) 4건, 소규모허가(Small-scale Licences) 6건, 

출원 (Applications under handling) 20건 등 총 120건

○ 개발허가권

- 그린란드에서 재 진행되고 있는 개발허가는 총 4건으로서 Nalunaq에 있는 

, Maarmorilik의 연아연 , Jameson Land의 철  그리고 Fiskefjord에 

있는 감람석(橄欖石, olivine)  임 

- Maarmorilik의 연안연 인 Black Angel 산은 개발 비 에 있으며 실질

인 생산은 2012년부터 시작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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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사, 조사  소규모 허가권

- 2010년에 27개의 탐사권이 새롭게 허가되었으며, 7개 조사권과 6개 소규모 

업권이 허가됨

○ 상  탐사 로젝트

- 많은 수의 탐사 로젝트는 1~5년 이내에 개발 로젝트로 발 될 수 있는 

로젝트들임

□ 재 진행 인 주요 로젝트들은 다음과 같음

∙ Qeqertarsuatsiaat의 루비․사 이어(Ruby․Sapphire) 로젝트 

∙ 크(Nuuk) 북쪽 아이수카시아(Isukasia) 철  로젝트 

∙ 그린란드 동부의 캉겔루슈악(Kangerlussuaq) 피오르드 북쪽 Skærgården  

 ․백  로젝트

∙ 북그린란드 시트런(Citronen) 피오르드의 아연 로젝트

○ 나르삭(Narsaq)과 까꼬록(Qaqortoq)사이에 있는 킬라바아트 알랑구아트

(Killavaat Alannguat)의 유디아라이트(Eudialyte) 로젝트

- 림발社(Rimbal Pty. Ltd)가 탐사하고 있는데, 이 상에서는 eudialyte, 

feldspar, arfvedsonite 등이 kakortokite암 내에 나타남

- 상은 niobium, tantalum, zirconium, feldspar, 희토류 등이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음

- 자원양은 10억톤 이상이며, 평균 품 는 zirconium 산화물 2.0%, niobium 산화물 

0.25%, 희토류산화물 0.5%, yttrium 산화물 0.1%, tantalum 산화물 0.025% 등

- 2011년 말까지는 경제성 검토 후 개발 허가권을 신청할 계획

- 회사는 노천 채굴로 년간 약 50만톤의 석을 채굴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연간 약 20만톤의 장석 정 과 10만톤의 유디아라이트(eudialyte) 정 을 

생산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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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eqertarsuatsiaat의 루비․사 이어(Ruby․Sapphire) 로젝트 

- 투루노스젬스社(True North Gems Inc)는 Qeqertarsuatsiaat에서 루비와 사

이어 탐사를 진행 

- 이 회사는 양호한 조사결과를 얻었는데, 65개 시추공  ruby와 sapphire는 

45개 공에서 발견하 음

- 주요 지역은 Aappaluttoq지역으로서, 화  지역은 폭이 1~2m 임

- 이 회사는 노천채굴( 상이 지표 가까이 있어 표토만 제거하고 갱도 따 를 

지 않고 바로 채굴하는 방법)로 산을 개발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40~50명의 노동자를 고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이 회사는 재 경제성 평가를 실시함

○ 크(Nuuk) 북쪽 아이수카시아(Isukasia) 철  로젝트 

- 런던마이닝그린란드社(London Mining Greenland A/S)가 로젝트를 수행 

에 있음 

- 이 회사는 개발 허가권을 얻을 목 으로 2011년 한 경제성 평가를 할 계획

- 산개발을 하면 21년간 연간 약 10백만 톤의 석을 생산할 계획이며, 약 

500명을 고용할 계획임

- 노천채굴로 채굴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산에 선 장이나 석 이 , 

산에서 항구까지의 도로, Qussuk에 하역 장소 등을 건설할 계획

- 이 회사는 2010년 야외조사에서 5,300m의 시추를 했으며, 3개의 bulk 

samples과 2,262 암석 시료를 채취하 으며, 환경연구도 계속하고 있음 

○ 그린란드 동부의 Kangerlussuaq 피오르드 북쪽 Skærgården -백  로젝트

- 그린란드 라티나리소스社(Greenland Platina Resources Limited)가 그린란드 

동부의 Skærgården에서 상 탐사를 하고 있음



－ 65－

- 추정자원은  291톤, 팔라듐 839톤, 백  55톤으로서 세계에서 가장 큰 

, 팔라듐 상으로 알려졌음 

- 자원 총량은 석 1,520백만 톤

○ 북그린란드 Citronen피오르드의 아연 로젝트

- 아이론바크아연社(Ironbark Zinc Limited)는 북그린란드 Citronen 피오르

드에서 아연 상의 잠재성을 조사

- 자원양은 102백만 톤이며, 석 품 는 아연 4.7%, 연 2%이며, 이  50.2

백만 톤은 “확정” 량에 속하며(zinc 4.5%, lead 0.5%) 51.5백만 톤은 "추정”

량(zinc 3.8%, lead 0.6%)에 속함

- 그 지역에서 200공, 62,000m 이상의 시추를 하 으며, 아이론바크아연

(Ironbark Zinc Limited)사는 약 30,000m의 시추를 하 음

- 그 회사는 노천채굴과 갱내채굴을 동시에 할 계획이며, 항만시설, 도로, 박토

작업, 선 장, 미장, 발 소 등 건설도 함께 계획

- 연간 아연 정  25만톤과 연정  3만톤을 생산할 계획이며, 산 수명은 

16년으로 보고 있음

- 그 회사는 개발 허가권을 2011년에 신청할 계획이며, 그 게 되면 2014년

부터 생산을 개시할 것으로 기

제6절 남서 그린란드의 중생대 카보나타이트복합체: 지질조사와 
암석기재

1. 서론
□ 총면  2,000,000km2  약 80%가 얼음에 덮여있는 북극권에서 가장 큰 섬인 

그린란드는 지질학자들에게는 지구 진화 연구의 최 지로 알려져 있음



－ 66－

○ 해안가에 노출된 면 (400,000km2)은 한반도보다도 넓은 지역으로  지질시

(선캠 리아기부터 신생 까지)의 다양한 지층이 범 하게 노출되어 있음

○ 특히 수도 Nuuk 부근 Isua 지역은 지구상의 최고기 암석(38억년 )이 노출

되어 있어 지질학 으로 가장 연구가치가 높은 지역 의 하나임 

□ 총 인구 40,000여명의 그린란드는 최근 덴마크로부터 완 한 독립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른 시간 내에 가능할 것으로 상됨

□ 국부 창출을 한 그린란드의 자원개발 열기는 상당히 고조되어 있음

○ 특히 해안가  지역에는 다양한 속, 비 속 상이 발달하는데, 최근 들어 

선진국과 공동개발 로젝트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그림 6-3>  그린란드 노출지에 발달하는 상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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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개발이 비교  수월할 것으로 생각되는 수도 Nuuk 근처에는 킴벌라이트

와 카보나타이트복합체에 동반되는 고품  희토류 상,  상, 감람석 

상, 다이아몬드 상 등이 발달함

○ 다만 인구 집 지역과 인 하여 지리 인 이 이 있으나, 아직 개발에 필요한 

인 라( 기와 상수원)는 확보되지 않은 상태임

□ 킴벌라이트, 럼 로 이어, 카보나타이트 등 탄산염과 규산염 혼합 마그마

로부터 만들어지는 ‘ 염기성 알칼리암 복합체’는 지구상에 분포하는 다른 

화성암체와 비교해 양 으로는 매우 미미함

□ 그러나 시기 으로 선캠 리아시 부터 생까지 다양한 시기에 형성되고 

있으며, 암석권 맨틀에서 발생하는 독특한 마그마 성분(다량의 탄산염 마그마 

포함)을 갖고 있음 

□ 특히 킴벌라이트는 천연의 다이아몬드를 함유하는 암석으로 더 유명한데, 

다이아몬드 이외에도 깊은 맨틀로부터 유래한 석류석, 휘석, 크로마이트, 

티탄철석 등을 함유하고 있어 맨틀의 물리화학  특성을 연구하는데 요한 

열쇠를 제공함

○ 이 화성암체는 맥암이나 volcanic cone 형태로 지표에 분출하거나, 복합체

(complex)를 형성하면서 지각에 심성암체로 배태됨 

○ 염기성 알칼리암 복합체  탄산염 마그마를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는 

카보나타이트는 나이모비윰(Nb), 탄탈륨(Ta), 희토류원소(rare earth elements), 

인산염(phosphate), 철(iron), 우라늄(U), 토륨(Th), 질코늄(Zr) 등 경제 으로 

매우 유용한  물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자원경제학 으로도 매우 요한 

암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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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 Nuuk이 치한 남서 그린란드에는 선캠 리아시  기 Archaen의 

기반암을 입 분출하고 있는 많은 염기성 알칼리암 복합체가 발달하며, 

이들의 형성시기도 Archean부터 신생 까지 매우 다양함

<그림 6-4> 남서그린란드에 발달하는 카보나타이트 복합체와 형성연  

      (붉은 은 련된 킴벌라이트와 럼 로 이어 암체)

○ 이  가장 규모도 크고 노출상태도 양호한 Gardar Igneous Province는 

이미 1800년 에 발견되어 많은 연구가 진행됨

○ 그러나 많은 암맥을 동반하는 소규모의 복합체들은 기반암보다는 풍화에 

약하고, 수목이 발달한 지 에서 주로 산출되기 때문에 본격 인 지질

조사와 탐 조사에 의해 차 발견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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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20세기 후반 들어 항공기를 이용한 감마 스펙트럼 탐사에 의해 새로운 

카보나타이트 복합체가 속속 발견되고 있는데, 이  표 인 것이 Sarfartoq 

복합체임(Secher, 1986)

□ 최근 지질학  심과 희토류자원 개발 가능성이 두되고 있는 남서 그린란드의 

카보나타이트 복합체에 한 산출상태와 구성 물 특성을 이해하고자 2011년 

8월 장조사를 실시하 음

○ 수도 Nuuk의 산개발회사 Nuna Minerals의 숙소에 체류하면서 헬기를 

임차하여 2일간 두 개의 복합체(티키우사크와 퀘커타삭)에 한 지질조사

와 표 인 암석시료를 채취함

□ 이 보고서에서는 이들 카보나타이트 복합체에 한 야외 산출상태와 주요 

암석의 물기재 특성에 해 서술함

2. 티키우사크(Tikiusaaq) 카보나타이트 복합체
(1) 지질 개요

□ 티키우사크 카보나타이트 복합체는 가장 최근에 발견된 새로운 암체임

□ 수도 Nuuk에서 동쪽으로 약 100km 지 에 치한 이 암체는 2005년 항공

자력 탐사와 하천퇴 물의 지구화학 분석 결과 기존에 잘 알려진 퀘커타삭 

복합체(Knudsen, 1991)와 유사한 카보나타이트로 구성된 것으로 밝 졌음

(Steenfelt et al., 2006; 그림)

○ 정(+)의 자력이상과 하천퇴 물의 화학조성으로부터 유추한 카보나타이트 

복합체의 크기는 란색의 원으로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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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 티키우사크 카보나타이트 복합체 주변 항공자력이상도 

 

□ 남서 그린란드의 항공자력도에서 작지만 강한 자기이상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하천퇴 물에 많은 자철석이 함유되어있는 야외조사 결과와도 잘 일치함 

□ 북  640, 서경 49046‘에 심을 갖는 이 암체는 장조사 결과 생 퇴 층을 

단하는 벽에서 괴상의 카보나타이트가 잘 발달하고 있음

○ 수 m 크기의 카보나타이트와 각섬암 주의 기반암이 수직방향으로 반복

해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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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6> 티키우사크 카보나타이트 복합체 심부의 벽지 에서의 지질조사 장면 

□ 기 장조사에 의하면 화강암, 섬록암, 각섬암, 사장암 등으로 구성된 

Archean 기반암을 입하고 있는 이 암체의 표면 면 은 100km2 정도일 

것으로 생각됨 

○ 심부에서는 수 m 두께의 괴상 카보나타이트가 기반암을 거의 수직으로 

입하고 있으며, 주변 기반암은 변질을 많이 받고 있음

○ 심부에서 멀어질수록 카보나타이트 두께는 매우 작아짐

○ 재까지 지질도가 완성되진 않았지만 심부의 직경은 약 1~2km 정도일 

것으로 생각됨

□ 분리한 어콘을 LA-ICPMS를 이용해 U-Pb 법으로 측정한 연 는 158 +/- 2 

Ma로 후기 생 에 입한 것으로 해석됨(Frei et al., 2006)

○ 이 연 는 퀘커타삭 복합체의 연 (173 Ma; Larsen and Rex, 1992)와 유사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 지역에 새롭게 발견되는 카보나타이트 복합체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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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를 규명하기 해서는 보다 체계 인 연 측정이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기 장조사에서는 두 종류의 카보나타이트, 즉 거의 백색의 calcite 카보

나타이트와 회갈색의 dolomite 카보나타이트가 발견되었지만, 이번 장조사

에서는 회갈색의 카보나타이트는 확인할 수 없었음

(2) 암석 기재 

□ 방해석 카보나타이트(T01-1, N63059.382', W49045.284')

○ 티키우사크 카보나타이트 복합체 심부의 벽지 에서 찰된 카보나타

이트는 방해석과 인회석, 운모를 주성분 물로 함유

- 장조사에서는 카보나타이트 마그마의 분화 기에 형성되는 감람석을 함유한 

카보나타이트는 발견되지 않았음

-  분화후기 마그마로부터 생성되는 돌로마이트 는 앤커라이트 카보나

타이트도 찰할 수 없었음

○ 수직방향으로 발달하는 3~4m 두께의 카보나타이트는 미경 찰에 의하면 

입방향으로 물의 신장된 특징이 잘 나타나고, 립질 부분과 세립질 

부분의 경계가 비교  뚜렷함

- 방해석은 입자의 크기가 매우 불균질하고, 부분이 변질을 받고 있음

- 자형 는 반자형으로 산출되는 운모는 심부와 주변부의 조성차이가 

미경 상에서도 잘 찰되는 으로부터 마그마 상태에서 결정화 된 것

으로 생각됨

- 입 방향으로 배열된 특징을 잘 나타낸다. 방해석과 운모보다는 세립질의 

인회석은 반자형 상태로 산출되는 것이 우세함

- 역시 입방향으로 배열하고 있다. 미경 상에서 자철석의 산출빈도는 그리 

많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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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7> 운모-인회석-방해석 카보나타이트의 미경 사진 

 

□ 립질 각섬암(T01-2, N63059.382', W49045.284')

○ 티키우사크 카보나타이트 복합체 심부의 벽지 에서 찰된 카보나타이트

와 수직방향으로 반복되어 나타나는 흑녹색의 기반암은 립질의 각섬암

(amphibolite)이 주를 이룸

○ 감석석과 사장석으로 구성되는 이 각섬암은 사장석과 각섬석이 각각 우세한 

부분에 의해 엽리를 형성함

- 각섬석과 사장석 모두 반자형 는 타형의 립질 물로 산출되는데, 변형에 

의해 많은 사장석이 쇄되거나 세립화 되어 있음

- 일부 각섬석은 뚜렷한 구조를 보이지만, 많은 각섬석이 변질 는 후

퇴변성작용을 받아 이차 물인 녹리석으로 변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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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8> 사장석과 각섬석으로 구성된 립질 각섬암의 미경 사진 

 

□ 변형 화강암질 편마암(T02-1, N63058.409', W49042.163')

○ 티키우사크 카보나타이트 복합체 주변에는 변형, 변질이 심한 fenite zone이 

발달하는데, 하천이 새롭게 시작하는 벽지 에서 노두가 잘 발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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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9> 카보나타이트 주변 fenite zone에서의 조사 장면 

○ 이 fenite zone의 표 인 암상은 세립질 화강암질 편마암으로, 변형이 

심해 흑운모는 엽리방향으로 신장되어 있고, 석 과 장석은 쇄되어 엽

리방향으로 배열함

- 특별한 희토류 물은 찰되지 않음

<그림 6-10> fenite zone에서 산출되는 변형 화강암질 편마암의 미경 사진

□ Fenite (T03-1, N64000.296', W49046.780')

○ 티키우사크 카보나타이트 복합체 주변의 ultra fenite zone에서는 소규모의 

카보나타이트 각력암과 fenite가 혼재되어 산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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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fenite는 형 인 카보나타이트 복합체의 주변부에서 산출되는 알바이트

화된 사장석으로 구성되는 fenite와 유사함

- 미경 찰에 의하면 이 fenite는 알바이트화된 사장석이 부분을 차지

하고, 일부 유색 물로 구성

- 유색 물은 각섬석이 우세한데, 일부는 녹니석으로 변질되어 있고, 엽리방향

으로 배열하고 있음

- 사장석은 알바이트 정을 잘 보이고, 타형의 등립질 입상 조직을 잘 나타냄

- 주변에서 산출되는 기반암의 특성으로부터 이 fenite는 사장석이 풍부한 

각섬암 는 각섬석 화강암질 편마암이 카보나타이트 입과 동반된 

fenitization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생각됨

<그림 6-11> ultra fenite zone에서 산출되는 형 인 fenite의 미경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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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퀘커타삭(Qaqarssuk) 카보나타이트 복합체
(1) 지질 개요

□ 퀘커타삭 카보나타이트 복합체는 1962년도에 발견되었음

□ 이 까지는 풍화 양상에 의해 변성석회암으로 기재되었으나, Nb, Sr, Ba과 

희토류원소가 다량 함유하고 있는 지구화학 분석에 의해 카보나타이로 인식

되었고, 1976년부터 본격 으로 조사되기 시작하 음

□ 카보나타이트와 염기성암 그리고 fenite로 구성된 이 암체의 크기는 략 

15km
2 정도이고, 심부는 북  65023‘, 서경 51040’에 치함 

○ 이 암체는 서측 해안으로부터 약 20km 정도 떨어져있어 다른 암체에 비해 

근이 용이함

<그림 6-12> 퀘커타삭 카보나타이트 복합체 지질도(after Knudsen,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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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복합체는 화강암질 는 토날라이트질 편마암과 각섬암으로 구성된 

Archean 기반암을 입하고 있음

○ 이 암체는 거의 직사각형의 형태로 장축은 NW-SE 방향을 갖음

○ 카보나타이트는 약 1~20m 두께로 동심원상으로 발달하는데, 주향방향은 

체 으로 암체의 외연부와 일치함

○ 암체의 외연부는 1km 정도의 폭을 갖는 fenite로 이루어져 있음

○ 카보나타이트는 일반 으로 fenite를 포획하고 있으며, fenite와는 종종 이

인 계로 산출됨

○ 카보나타이트는 방해석, 돌로마이트, 앤커라이트 카보나타이트로 구성되는데, 

방해석 카보나타이트가 암체의 심부를 차지함

○ 암체의 외연부에 발달하는 fenite는 felsic 기반암이 변질된 것으로 알바이트, 

알칼리 각섬석, 알칼리 휘석 등으로 구성되고, 외연부로 갈수록 fenitization

의 정도는 약해짐

□ 이 복합체의 연령은 약 173 Ma로 Middle Jurassic에 형성된 것으로 생각됨

(Larsen et al., 1983)

○ 이 암체의 평균 인산염의 함량은 1.37 wt% P2O5로서 다른 암체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암체의 심부에는 두께 10 m 정도의 인삼염이 풍부한 부분

(3.5 - 6 wt% P2O5)이 발달함

○ 그 외 유용 물로는 pyrochlore가 산출되는데, 시추결과에 의하면 평균 0.5 wt% 

Nb2O3 함량을 보이는 pyrochlore 석이 400만톤 정도됨 (Knudsen, 1991)

□ 야외조사에서는 섭생이 우거지고 노두 상태가 불량하여 각 암상의 경계는 

확인할 수 없었고, 표 인 시료를 채취하 음

○ 채취된 시료는 극지연구소에서 박편을 제작하여 구성 물 특성을 조사하

고, 주사 자 미경을 이용하여 유용 물을 탐색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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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3> 퀘커타삭 카보나타이트 복합체에서의 지질조사 장면

(2) 암석 기재

□ 방해석 카보나타이트(Q01-1, N65022.575', W51040.448')

○ 방해석 카보나타이트는 매우 불균질한 암석으로 거의 방해석으로 이루어진 

부분과 운모가 풍부한 부분으로 구분됨

○ 방해석이 풍부한 부분도 학 미경에서는 잘 구분이 되지 않지만 자 미경

으로 분석하면 많은 Ba-카보네이트(CaBa(CO3)2, barytocalcite 는 alstonite)

와 공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카보네이트의 입자의 크기도 매우 불규칙함

○ 운모는 반자형 형태로 군집을 이루면서 산출됨

○ 티키우사크 카보나타이트와는 달리 인회석이 거의 찰되지 않는데, 이 암체의 

암 화학조성에서 인산염의 함량이 낮은 특징과 잘 일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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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4> 방해석 카보나타이트  방해석이 우세한 부분의 미경 사진

<그림 6-15> 방해석 카보나타이트  운모가 우세한 부분의 미경 사진

□ 조립질 각섬암(Q01-2, N65022.575', W51040.448')

○ 암체 심부에서 카보나타이트와 동반되는 조립질 감석암은 반자형 는 

타형의 각섬석으로 주로 구성되고, 인회석, 흑운모, 방해석을 부성분 물

로 함유

○ 인회석과 흑운모는 자형 는 반자형의 작은 결정으로 산출되고, 방해석은 

입자간격을 충진하는 형태로 산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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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키우사크 카보나타이트 복합체에서 산출되는 각섬암과는 입자가 크고, 

변형작용의 향이 거의 없으며, 사장석이 산출되지 않는다는 에서 차이

가 있음

<그림 6-16> 조립질 각섬암의 미경 사진

□ 립질 Fenite (Q02-1, N65022.598', W51040.734')

○ 립질 fenite는 사장석, 알칼리장석, 석 과 각섬석으로 구성되는데, 물 

조합으로부터 화강암질 암석이 fenitization을 받은 것으로 생각됨

○ 구성 물은 체 으로 등립상 조직을 보임

○ 각섬석이 일부 녹니석으로 변질을 받고 있지만, 신선한 부분이 더 우세한 

으로부터 fenitization 정도는 약한 것으로 생각됨



－ 82－

<그림 6-17> 립질 fenite의 미경 사진

4. 유용광물의 EDS 분석
(1) 인회석(apatite, Ca5(PO4)3(F,Cl,OH))

□ 통 으로 인산염 비료 원료로 사용되는 인회석은 카보나타이트의 주 구성

물 의 하나임

□ 이번조사에서는 티키우사크 카보나타이트에서 방해석과 운모와 함께 주

구성 물로 산출되는 것이 확인됨

○ 하지만 퀘커타삭 카보나타이트 복합체의 방해석 카보나타이트에서는 찰

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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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키우사크 카보나타이트에서 산출되는 인회석은 최  200um의 크기로 

부분이 자형으로 발달함

○ 극지연구소가 보유한 주사 자 미경(JEOL, JSM-6610)에 부착된 CL로 찰한 

결과 부분의 결정에서 뚜렷한 성분 구조를 보임

○ 이 구조는 카보나타이트질 마그마로부터 결정화될 당시의 물리화학 인 

조건을 반 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인회석의 화학조성을 고려하면 Ca, P, 

F 등의 성분차이를 반 한 것으로 생각됨

<그림 6-18> 티키우사크 카보나타이트에서 산출되는 인회석의 CL 이미지

□ 주사 자 미경에 부착된 EDS 분석에 의하면 이들 인회석은 Cl을 함유하지 

않고 F을 함유한 fluorapatite임을 알 수 있음

□ CL 이미지에서 나타나는 성분 구조는 Ca과 P( 는 F)의 함량차이를 

반 하고 있지만 그 방향성은 입자마다 차이가 있음

○ 화학분석 결과는 100%로 환산했지 때문에, 정량값은 의미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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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9> 티키우사크 인회석의 EDS 분석결과

Element Weight% Atomic% Compd% Formula  
          
F K 4.19 5.21 0.00   
P K 19.02 14.51 43.58 P2O5  
Ca K 37.33 22.01 52.23 CaO  
O 39.46 58.27    
Totals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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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r 카보네이트(strontianite, Sr(CO3))

□ 티키우사크 카보나타이트에서는 부성분 물로 Sr 카보네이트가 산출됨 

strontianite는 방해석(CaCO3)의 Ca 자리에 Sr이 치환된 물로서, 후기 카

보나타이트에서 산출되며 많은 양의 희토류원소를 함유하는 것이 일반 임

□ 20 um 정도의 strontianite는 인회석 주 에 타형의 물로 산출됨

□ 일부 Ca을 함유하고 있으며, Ce이 검출되는 으로부터 상당량의 경희토류

원소(LREE)를 함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화학분석 결과는 100%로 환산했지 때문에, 정량값은 의미가 없음

<그림 6-20> 티키우사크 strontianite(흰색)의 EDS 분석결과

Element Weight% Atomic% Compd% Formula  
          
Ca K 5.39 6.59 7.55 CaO  
Sr L 75.84 42.38 89.69 SrO  
Ce L 2.36 0.82 2.76 Ce2O3  
O 16.41 50.21    
Totals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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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EE 카보네이트(ancylite, SrCe(CO3)2(OH)H2O)

□ 티키우사크와 퀘커타삭 카보나타이트에서의 표 인 희토류 물로는 ancylite가 

산출됨(Knudsen, 1991)

□ 이번 조사에서는 티키우사크 카보나타이트에서 부성분 물로 ancylite가 산출

되는 것이 확인됨

□ ancylite는 약 100um 정도의 크기로 일부 Ca과 F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형 인 ancylite라기 보다는 F을 함유한 REE fluocarbonate에 가까운 조성

을 보임

□ 희토류원소는 La, Ce, Nd 등 경희토류 원소가 상당량 함유되어 있음

○ 화학분석 결과는 100%로 환산했지 때문에, 정량값은 의미가 없음

<그림 6-21> 티키우사크 ancylite(흰색)의 EDS 분석결과

Element Weight% Atomic% Compd% Formula  
          
F K 16.58 33.39 0.00   
Ca K 16.19 15.45 22.65 CaO  
Sr L 1.87 0.81 2.21 SrO  
La L 14.96 4.12 17.54 La2O3  
Ce L 27.22 7.43 31.88 Ce2O3  
Nd L 7.84 2.08 9.14 Nd2O3  
O 15.35 36.71    
Totals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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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ancylite는 20 um 정도의 크기로 방해석 내에 치환된 ankerite (Ca(Fe, 

Mg, Mn)(CO3)2)와 함께 산출되는데, 이런 특징은 방해석 보다는 후기에 

형성되었음을 지시함

<그림 6-22> 티키우사크 카보나타이트에서 ankerite(검은색)과 공존하는 

ancylite(흰색)의 EDS 분석결과

Element Weight% Atomic% Compd% Formula  
          
F K 1.90 4.66 0.00   
Ca K 16.70 19.43 23.36 CaO  
Sr L 15.35 8.17 18.16 SrO  
La L 13.66 4.59 16.02 La2O3  
Ce L 26.17 8.71 30.65 Ce2O3  
Nd L 8.50 2.75 9.92 Nd2O3  
O 17.72 51.68    
Totals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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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Ba 카보네이트(barytocalcite, CaBa(CO3)2)

□ 퀘커타삭 카보나타이트에서는 인회석, REE 카보네이트는 잘 찰되지 않고, 

방해석과 동반되는 Ba 카보네이트가 주성분 물로 산출됨

○ 이 barytocalcite는 barite와 Ba-Sr 카보네이트와 공존하는 특징을 보임

<그림 6-23> 퀘커타삭 카보나타이트에서 방해석(검은색), barite(흰색), Ba-Sr 

카보네이트(짙은 회색)와 공존하는 barytocaalcite( 은 회색)의 EDS 분석결과

Element Weight % Atomic % Compd % Formula  
          
Ca K 16.53 22.57 23.13 CaO  
Ba L 68.85 27.43 76.87 BaO  
O 14.62 50.00    
Totals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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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4> 퀘커타삭 카보나타이트에서 방해석(검은색), barite(흰색), barytocaalcite

( 은 회색)과 공존하는 Ba-Sr 카보네이트(짙은 회색)의 EDS 분석결과

Element Weight% Atomic% Compd% Formula  

          
Ca K 8.30 10.85 11.61 CaO  
Sr L 46.16 27.60 54.59 SrO  
Ba L 30.27 11.55 33.80 BaO  
O 15.27 50.00    
Totals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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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 결
□ 남서 그린란드에 발달하는 두 개의 생  카보나타이트 복합체에 한 야외 

지질조사를 실시하 음

○ 조사 기간이 짧아 구성 암상 간의 선후 계, 희토류 물의 산출상태 등에 

해서는 자세하게 조사할 수 없었지만, 기 인 희토류 물자원 잠재성에 

해서는 이해할 수 있었음

○ 자원 잠재성 측면에서는 2005년도에 발견되어 재까지 지질도도 만들어

지지 않고 있는 티키우사크 카보나타이트 복합체가 유용한 것으로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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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암체는 개발권을 갖고 있는 Nuna Mineral 측에서 향후 체계 인 

조사 계획을 갖고 있어 개발타당성이 본격 으로 논의될 것으로 생각됨

□ 티키우사크 카보나타이트 복합체에서 희토류 물을 배태하고 있는 모암은 

방해석 카보나타이트로 방해석, 운모, 인회석(fluorapatite)을 주 구성 물로 

하고, ankerite가 일부 수반됨

○ 희토류 물 자원과 련된 표 인 탄삼염 물은 strontianite(Sr(CO3))와 

ancylite(SrCe(CO3)2(OH)H2O)임

○ 주사 자 미경에 부착된 EDS 분석결과 strontianite에서는 Ce이, ancylite

에서는 La, Ce, Nd 이 상당량 검출되었음

○ 이로부터 이 두 물은 이 복합체의 주된 경희토류 원소(LREE) 물자원

임을 알 수 있음

○ 유감스럽게도 희토류원소(HREE)를 함유한 물은 찰되지 않았음

○ 인회석도 상당량의 F을 함유하고 있고, ancylite 역시 F을 함유하고 있으며, 

인회석과 ancylite 주변에는 세립의 형석(fluorite, CaF2)이 수반됨

○ 이런 특성은 희토류 물을 배태한 카보나타이트 잔류 용액에 탄산염 이외에 

F이 상당량 함유되어 있었다는 것을 지시함

○ 희토류 원소를 함유한 물이 찰되지 않는 특성도 이런 잔류멜트의 

성분과 연결하여 보다 세 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음

□ 퀘커타삭 카보나타이트에서는 방해석과 운모는 찰되지만, 인회석과 

REE 카보네이트는 거의 찰되지 않았음

○ 이는 기존의 조사에서 평균 인산염의 함량이 매우 낮은 특징과도 잘 일치함

○ 신 퀘커타삭 카보나타이트에서는 Ba을 함유한 다양한 물이 산출됨

○ Ba 카보네이트(barytocalcite, CaBa(CO3)2)가 주성분 물로 산출되고 이 

barytocalcite는 barite와 Ba-Sr 카보네이트와 공존하는 특징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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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성분의 차이가 어떤 희토류 물을 배태하는지에 한 연구는 추후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생각됨

□ 두 암체는 모두 시생  Archean 기반암을 입하고 있기 때문에, 카보나타이트 

복합체 주변에 발달하는 fenitization의 양상은 매우 유사함

○ 카보나타이트와 동반되는 염기성 암석은 각섬암이 우세하고, fenitization을 

심하게 받은 부분은 알바이트를 주로 하는 화강암질 암석임

○ 두 암체 모두 장에서는 섭생이 잘 발달하고, 노두의 연속성이 불량하여 

카보나타이트의 분포를 정확하게 찾아내기는 매우 힘듬

○ fenitization의 정도에 따라 카보나타이트의 외연부를 정하고 내부로 가면서 

자세하게 조사하는 방법으로 야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제7절 그린란드 희토류 개발 전략 
□ 그린란드는 세계에서 아직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극지지역이어서 기반시설이 

불충분한 지역임 특히, 력생산시설이 부족하여 업뿐 아니라 기타 산업

발 에도 해요인이 되고 있음 

□ 특히, 사람이 살고 있는 빙하가 녹은 해안가 지역은 부분 피오르드 지형이기 

때문에 인 라 건설에 매우 큰 문제 으로 두되고 있으며 도로망이나 력망 

구축에 매우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상

□ 이러한 문제 으로 인하여 비교  력소모가 은 이나, 백  등 물자원의 

개발을 더 선호할 것으로 상

□ 그린란드는 2020년 덴마크로부터 독립할 정으로 넓은 토와 풍부한 천연

자원을 가진 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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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란드는 지질 상학 으로 고기의 지층과 활발한 화성활동으로 인하여

철, 백 , , 희토류, 희유 속, 연아연 등 물자원이 풍부한 아직 탐사가 

많이 되지 않은 지역

□ 그린란드 정부는 그린란드가 청정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린란드의 발 을 

하여 물자원의 개발에 극 인 정책을 펴고 있음

□ 그린란드는 풍부한 자원이 매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환경 상 자원

개발에 어려움이 존재

□ 그린란드의 자원개발 사업에 참여하기 해서는 자원 문성을 가진 한국

의 공공 연구기 들의 체계 인 조사가 선행되는 것이 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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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결   론

1. 희토류 자원 확보의 필요성

□ 우리나라의 2011년 희토류 소비량은 약 6,000톤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제․

정련된 상태와 간생산재의 형태로 량 국과 일본, 미국 등에서 수입되고 

있음 

□ 세계 희토류 생산의 95%를 담당하는 국은 첨단산업 제품의 핵심원료인 

희토류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아, 자국 내 수요가 본격 으로 증가될 미래에 

비하겠다는 의도로 희토류 생산․수출 물량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음

□ 기자동차 배터리, LCD 액정, 풍력발  등 첨단산업의 발 에 따라 희토류에 

한 지속 인 수요 증가가 상되며 이에 따른 공 원의 확보가 실함 

2. 그린란드의 희토류 상 황  개발 략

□ 남서 그린란드에 발달하는 두 개의 생  카보나타이트 복합체에 한 야외 

지질조사를 실시하 음

○ 조사 기간이 짧아 구성 암상 간의 선후 계, 희토류 물의 산출상태 등에 

해서는 자세하게 조사할 수 없었지만, 기 인 희토류 물자원 잠재성

에 해서는 이해할 수 있었음

○ 자원 잠재성 측면에서는 2005년도에 발견되어 재까지 지질도도 만들어

지지 않고 있는 티키우사크 카보나타이트 복합체가 유용한 것으로 생각됨

○  이 암체는 개발권을 갖고 있는 Nuna Mineral 측에서 향후 체계 인 

조사 계획을 갖고 있어 개발타당성이 본격 으로 논의될 것으로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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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키우사크 카보나타이트 복합체에서 희토류 물을 배태하고 있는 모암은 

방해석 카보나타이트로 방해석, 운모, 인회석(fluorapatite)을 주 구성 물로 

하고, ankerite가 일부 수반됨

○ 희토류 물 자원과 련된 표 인 탄삼염 물은 strontianite(Sr(CO3))와 

ancylite(SrCe(CO3)2(OH)H2O)임

○ 주사 자 미경에 부착된 EDS 분석결과 strontianite에서는 Ce이, ancylite

에서는 La, Ce, Nd 이 상당량 검출되었음

○ 이로부터 이 두 물은 이 복합체의 주된 경희토류 원소(LREE) 물자원

임을 알 수 있음

○ 유감스럽게도 희토류원소(HREE)를 함유한 물은 찰되지 않았음

○ 인회석도 상당량의 F을 함유하고 있고, ancylite 역시 F을 함유하고 있으며, 

인회석과 ancylite 주변에는 세립의 형석(fluorite, CaF2)이 수반됨

○ 이런 특성은 희토류 물을 배태한 카보나타이트 잔류 용액에 탄산염 이외에 

F이 상당량 함유되어 있었다는 것을 지시함

○ 희토류 원소를 함유한 물이 찰되지 않는 특성도 이런 잔류멜트의 

성분과 연결하여 보다 세 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음

□ 퀘커타삭 카보나타이트에서는 방해석과 운모는 찰되지만, 인회석과 

REE 카보네이트는 거의 찰되지 않았음

○ 이는 기존의 조사에서 평균 인산염의 함량이 매우 낮은 특징과도 잘 일치함

○ 신 퀘커타삭 카보나타이트에서는 Ba을 함유한 다양한 물이 산출됨

○ Ba 카보네이트(barytocalcite, CaBa(CO3)2)가 주성분 물로 산출되고 이 

barytocalcite는 barite와 Ba-Sr 카보네이트와 공존하는 특징을 보임

○ 이 성분의 차이가 어떤 희토류 물을 배태하는지에 한 연구는 추후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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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암체는 모두 시생  Archean 기반암을 입하고 있기 때문에, 카보나타

이트 복합체 주변에 발달하는 fenitization의 양상은 매우 유사함

○ 카보나타이트와 동반되는 염기성 암석은 각섬암이 우세하고, fenitization을 

심하게 받은 부분은 알바이트를 주로 하는 화강암질 암석임

○ 두 암체 모두 장에서는 섭생이 잘 발달하고, 노두의 연속성이 불량하여 

카보나타이트의 분포를 정확하게 찾아내기는 매우 힘듬

○ fenitization의 정도에 따라 카보나타이트의 외연부를 정하고 내부로 가면서 

자세하게 조사하는 방법으로 야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 그린란드는 세계에서 아직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극지지역이어서 기반시설

이 불충분한 지역임. 특히, 력생산시설이 부족하여 업 뿐 아니라 기타 

산업발 에도 해요인이 되고 있음

○ 특히, 사람이 살고 있는 빙하가 녹은 해안가 지역은 부분 피오르드 지형

이기 때문에 인 라 건설에 매우 큰 문제 으로 두되고 있고, 특히 도로망

이나 력망 구축에 매우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상됨

□ 따라서 양질의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 해도 그 자원을 개발하기 해서는 

단  상별로 력 공 원을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되며, 그러한 

력 시설로는 수력 발 이나 소수력 발  밖에는 달리 좋은 방법이 없는 

듯함

○ 한, 이러한 발 도 빙하가 녹는 수자원이 충분치 않아 여러 조의 연속 인 

 건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이러한 문제 으로 인하여 비교  력소모가 은 이나, 백  등 물자원

의 개발을 더 선호할 것으로 측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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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희토류 자원 확보를 한 향후 연구 방향

□ 지 까지 망간단괴나 망각각 등 해양 물을 상업 으로 개발한 사례는 없

으나, 련기술의 발 , 자원보유국의 희토류 무기화 정책( 세율 인상, 수출 

쿼터제 등), 육상 물의 고갈 등에 따라 향후 개발 가능성이 높음 

□ 우리나라는 그 동안 심해  물자원개발사업으로 해양 물(망간단괴, 망간각, 

열수 상)에 한 개발기술(탐사, 채 , 제․정련 등)이 선진국 수 에 있음 

□ 따라서 망간, 니 , 구리, 코발트 등 략 물의 지속 인 확보를 한 투자

와 함께 희토류 확보를 한 매장량, 매장지역의 탐사, 품 분석, 제․정련

기술개발 등이 포함된 해양 물자원 정책이 수정․보완하여야 할 것임 

○ 망간단괴, 망간각에 희토류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이에 

한 정확한 연구결과  정보가 부족한 상태임 

○ 한 공해뿐만 아니라 자국 는 타국의 EEZ내에서 희토류에 한 탐사

를 통해 매장지역, 매장량, 품  등에 한 연구가 시 함 

○ 략 속인 희토류의 확보 차원에서 단된 망간각에 한 연구개발이 다시 

시작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나라 EEZ에서의 물자원조사에서도 희토류 

상을 찾는 노력이 실함

□ 아울러 무분별한 채굴을 막고 환경 향을 최소화하기 해서는 국제해 기구

(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각 나라의 공정한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강력한 국제 약을 만들어야 함

□ 그린란드는 지질 상학 으로 고기의 지층과 활발한 화성활동으로 인하여 

철, 백 , , 희토류, 희유 속, 연아연 등 물자원이 풍부한 아직 탐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음

○ 그린란드에서 희토류 자원 확보를 하여 문성을 가진 연구기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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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란드 상에 한 체계 인 조사  개발에 참여하기 한 그린란드 

정부와의 력체계 구축  그린란드 내부의 개발 정책  법제도 등의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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