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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Pyrophillite which shares with about 2.5% and is ranked 5th in domestic 

non-fue1 mineral productiün has grown in line with the refractory industry. A1so 

it re1ies more than 30% of its production upon export and can match 10ca1 

demand from abundant resources. 

Recently , the number üf operating mines has shown decreasing trend owing to 

the demand pattern change of refrac tory bricks. Tot떠 production tonnage has 

il1creased by the rapid growth ()f new demand fie1d , cement industry , which has 

shifted its raw materials for ba1ancing Si02, Ab0 3 and Fe20 3 to pyrophillite from 

the traditional material s such as iron ore, si1ica s tone for reducing cost. 

However, traditional demand fie1ds such as refractory and other ceramic industry 

shows sluggish trend 

The estimated annual trade amount ()f phrophyllite is estimated about 

l 1.2billion won in üre or 19.4billion wün if mill in당 products are included. Glass 

fiber is the largest demand sector sharing ÖO.8% ,however , the share of cement 

sector is on1y 7.2% neverth1ess the 1arge amount of traded vo1ume. 

The demand tonnage in the future will be increased if there is an y no 

obstacles occurred in cement industry. Except the cement industry , tile industry 

is the next possib1e demand increasing sectür. Total demand tonnage is 

estimated to 1.17 milliün tons in 2003 from 0.992 million tons in 1999. The 

average production Cüst and sale price per ton is analised to 18,ö60won 때d 

22 ,285won respective1y so that the crude profit ratio is estimated 19.3% 

It is important to study how 1arge volume low quality resources can be 

cO l1verted to the valuable products through innovative approach such as tinting 

effect creation originated from the low quality ore itself. It is recomandable that 

policy priority should be given to the qUality control of raw materials for 

ceramic indus try to enhance its competitive power through making a sole 

company which treats raw materia1s so as to avoid dup1icated investment and 

accelerate technology innovatiü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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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개요 

제 1절 일반사항 

1. 광물의 특성 

납석은 활석과 성분면에서 마그네숨분이 알미나로 치환된 것 외에는 동일하여 통 

상 같은 군으로 분류가 되고 있다. 일반적인 화학식은 Ab03 . 4SiO~ . H20로 이론적 

으로는 Ah03 28.3%, SiO:; 66.7% , H~O 5%로 구성되어 있다. 색깔은 백색에서 녹색 

까지 여러 가지가 있고 비중은 2.8 - 2.g이고 경도는 1 - 2 정도로 매우 낮아 활석 

과 유사해 무르고 미끌미끌한 감촉을 보인다. 

지역에 따라서 조성 성분상 약간의 차이릎 보이고 있고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 

운다. 주로 한국과 일본에서 볼 수 있는 납석은 견운모， 고령토 및 석영이 납석과 

함께 구성 되어 있고 이를 영어로는 Pyrophyllite로 불리우는데 반해 브라질에서 산 

출되는 종류는 납석， 백운모， 다이아스퍼， 남정석 및 석영으로 구성되어 있고 

Agalmatolite로 불린 다. 한편 남아공에서 산출되는 종류는 납석 90% 정도에 

chloritoid, 루틸 및 녹염석 이 들어 있고 Wonderstonc으로 지칭된다. 납석은 광물조 

성에 따라 엽납석 질， 견운모질 ， 카오런칠 및 규산질 납석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표l. 지역별 납석의 성분 

머f 
요업용 

SiOz l 57 . 58 

Alz031 3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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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석 은 1 ，200도에 서 분해되 어 cris tobalite와 mullite로 바뀌 며 이 때 경 도도 1-2 정 

도가 7-8로 높아진다. 율라이트는 열전도율이 낮고 열에 대한 안정성이 높을 뿐 아 

니라 용융상태의 금속류와 스래그에 대한 부식 저항도 높으며， 열 수축율도 낮아， 

내화용으로 다양한 분야에 사용된다. 납석은 요업분야에서 알미나와 살리카의 대체 

원으로 장석과 규석 대신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는 납석을 사용하면 소성온도를 낮 

추고， 깨지는 비율을 낮출 수 있고 열충격도를 높힐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납석은 전기 애자， 오지 그릇， 벽 및 바닥 타일 ， 도자기 ， 반투명 식기， 투명 사기 그 

릇 제조사 사용되고 있다. 이외에 납석을 투입한 제품은 투명도가 높고 기 계적 인 

강도도 좋은 것으로 알려 져 있다. 

납석 은 PH가 중성 이 고 화학적으로 불활성 인데다 유동성이 좋은 흡수성을 지녀 희 

석제， 첨 가제， 농약 캐리어 및 동물사료제조시 고형방지재로도 쓰인다. 

일부 품질의 것은 백색도가 좋아서 그대로 마광해 벽면용 시멘트와 석회， 페인트， 

플라스틱 ， 종이， 고무 및 비 닐 타일 등의 충전재로 사용된다. 이외에 인조 다이아몬 

드 합성 용기재료로도 사용되고 훌륭한 도로포장재로도 쓰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납석이 사용되는 분야에 는 이 를 대체할만한 광물의 종류가 상당히 많 

기 때문에 가격이 수요를 결정하는 주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한편 미정 질 실리카는 잠재적인 발암 물질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납석내에 함유 

되어 있는 미정질 실리카의 함량이 0.1%를 념을 경우 이를 경고하는 문구를 부착해 

야 되는 규정이 미국에는 있지만 국내에는 적용되고 있지 않다. 

2. 품질 요건 
엽납석의 결정구조는 2개의 4면체 층 사이에 8면체층을 갖는 3층 층상 구조로 

되어 있는데 결정 표면에 수산기 이온이 없어 카오런 광물에 비 해 가소성은 약하 

다. 납석은 남정석， 다이아스퍼， 석영 및 명반석을 

흔히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상품화 했을 경우 다양 

한 화학조성을 가질 수 밖에 없고 이러한 조성 비 

율에 따라 사용 범위도 결정된다. 일반적 으로 납석 

은 내화물， 요업용 및 희석재 따위로 사용되고 있 

고 이들 용도에서 화학적인 조성은 사실상 큰 의미 

는 없다 흔히 내화물인 경 우 요구되는 물리 적 및 

화학적인 성질은 견운모와 알카리 성분이 적고 유 

색 광물(Fe303+ FeO+ Ti03)의 함량이 1% 미 만이 면 

되며， 요업용일 경우는 상대적으로 견운모와 알카 

리 성분이 높고 철분이 낮으면 된다. 이 는 소결성 

이 좋고 용적변화가 적다는 특성 때문이다. 한편 

- 2 -



희석재등으로 쓸 경우에는 단지 실제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가 중요할 뿐 특별하게 

요구되는 품질 조건은 없다. 흔히 크레이용이라고 불리는 것은 납석을 분말화 시킨 

것으로 충전재로 사용되 는데 이는 마모도가 낮고 화학적으로 안정적이기 때문으로 

백색도가 높고， 철분이 적으며 석영분이 없는 연질 의 것을 필요로 한다. 유리 장섬 

유 원료로 사용되는 납석은 엽납석질과 카오린질 납석이 사용되는데 요구되는 품질 

은 AbO~ 20%+0.5% , SiO~ 71%+0.5%, Fe~03 0.3% 이 하， K~O+NazO 0.5% 이 하， Ig . 

loss 7.5%+0.5% 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납석을 시멘트용 부원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는 시멘트 제조시 첨가되 는 실리카， 철분， 알미나 성분이 함께 들어 있기 때문에 

기 존에 사용하던 규석， 철광석등을 대체할 수 있 기 때 문이 다. 

국내 납석 광산에서 표시하는 품질 방식 은 내화도 표시볍 ， Ab03 함량 표시법 및 

기타 의 세 가지 방법이 있다. Ab03 함량으로 표시하는 방법은 시벤트용으로 납품 

하는 광산에서 이 용하고 대부분의 경우는 내화도로 품질을 표시하고 있다. 이외에 

상，중，하 또는 A，B따위 로도 표시하나 극히 드물어 대체로 국내산이 내화물 제조 원 

료로 사용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해주고 였 다. 

한편 도자기용으로 사용되는 납석에 대한 등급으로 요엽기술원에서 적용하고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2. 도자기용 납석의 등급표시 

二2. 三 E二a 누o 

파도 (S 

소성 백색도 l 

L조e팩싼← 」----•• • 

자료:요업기술원 

납석은 주구성 광물에 따라 카오런 집 ， 엽납석 짙 및 견운모질로 구분하기도 한다. 카 

오런질인 경우 녁카이트의 함유량이 많을수록 알미나 함량이 증가해 내화도가 높아 

지 기 때 문에 카오런 광물이 많은 것은 알미나 성분이 높고 작열감량이 크며， 석영 

이 다량 수반되 는 것은 설리카 성 분이 높고 작열 감량이 작고 내화도도 낮다. 엽납 

석첼인 경우 수반 광물로 견운모를 주로 하는 것 과 카오린을 주로 하는 것이 있는 

데 전자가 후자에 비해 광물조성상의 변화가 심하고 내화도의 편차도 큰 경향이 있 

다. 견운모절 납석은 내화도가 SK18 정도로 낮으며 도석 과의 구분이 모호하다. 

국내산 납석에 대한 품질현황으로 도지-기용 원료에 맞춰 정 리한 자료는 표 3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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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납석품질현황표 

화학조성 과o 돌~~서 o 

「l u닙- 19. 카오 견운 
석영 

l.-~화도 광산명 
Si Oz A1z03 RO RzO Fe에3 나닙서「 xoL셔 , 

1055 런 -ni一
카 식기 ， 51 -80 14-36 5-13 40-90 10-60 29-34 생산， 다도 

오 노벨티 (69 ) (22 ) 
0.1( 0.3( 0.3( 

(8) (60 ) (40) (31 ) , 업 「” oEL 

린 위생도 78-83 11 -15 4-6 30-40 60-70 28-30 성산， 다도 
0.2 O. 5( 0.4( 

질 기 ， 타일 (81 ) (13) (5) (20 ) (65) (29 ) ， 가사도 

위생 55-73 17-31 0.4-0.8 1. 5-3 2-4 3. 5-6 40-70 15-30 5-40 20-32 
겨U TZ l 여 oτi 

여님 
도기 (72 ) (18) (0.6) (2) (3) (4) (50 ) 

tr ‘ 

(20) (30) (26 ) 
나님 73-78 14-19 0.5-3 1-2 3-5 35-65 0-10 30-50 26-28 불국사， 

석 (75 ) (17) 
0.4( 

(1. 5) (1. 5) (4) (50 ) (10) (40) (27 ) ~낸 TZ 
타일 78-83 11 -15 0.3-1. 5 0.5-1 3-4. 5 20-35 15-25 0-5 45-65 천불산， 챙 질 0.2 29-30 

(81) (13) (0.8) (0.7) (3. 7) (25 ) (20) (55) 송， 경북 

겨l... 위생 50-70 20-32 6-10 0.9-1. 6 3-5 55-85 15-45 11 -18 
풍곡， 대현 

τ。 도기 (58 ) (26 ) 
2내외 

(8) (1 .2) (4) (70) 1 (30) (14) 
， 봉화，성 

당 
‘디.L. 

69-72 16-18 3-5 2-5 3-5 35-50 50-60 15-17 
질 타일 

(17) 1 1 내외 0-5 
(16) 

김해 
(70 ) (4) (4) (4) (40) (55) 

자료: 광진 공(1993) 

3. 광상의 성인 
우리나라의 납석광상은 유문임 질 응회암이 나 안산암질 암석이 열수작용을 받아 

변질되 어 생성된 것으로， 전남일대의 납석은 유문암질 응회암을 모암으로 하고 있 

고 경남북 일 대 의 납석은 안산암질을 모암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일대의 

것은 엽납석질 또는 카오린질 납석인데 비 해 경남북의 것은 견운모질이 많다. 

3-1 전남 서남부 지역 광상 

해남， 무안， 진도 및 지도군 일원에 밀집 분포되며 유문암질 응회암중에 층상을 이 

루는 것이 대부분이 고 일부 렌즈상 및 불규칙한 형태도 볼 수 있다. 광상에는 특징 

적인 변 질대가 발달해 하부에서 상부의 순으로 유화광대(황철석 )， 고령토대 (고령토

댁카이트-녹니 석 견운모) , 광체(납석 명반석-석영-띄카이트) 및 규화대 가 수직의 

대상분포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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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경상지역 일대의 광상 

밀양， 양산， 김해， 창원 및 통영군 일대얘 분포한다. 광상은 안산암을 모암으로 하 

고 이를 관입한 흑운모 화강암， 화강섬록암 또는 미문상 화강암체 부근에 배태된다. 

광상의 형태는 광체에 따라 렌즈상， 완정사하는 판상， 원통상， 맥상 또는 불규칙한 

형태로 니타난다. 각 광상에는 각각 발달 정도에 차이는 있으나 광체의 하위에 유 

화물대， 상부에 규화대가 발달한다. 양산군 일대의 광상은 견운모가 다량 포함된 견 

운모질 납석이고 빌양군내의 것은 고령토칠 납석에 속하는 것이 많다. 

3-3 충북지역의 광상 

이 지역은 고생대 평안누층군의 고방산통 및 녹암통이 넓게 분포되어 있는 가운 

데 고방산통내에 협재되어 있던 알미나 성분이 풍부한 셰일층이 고방산통 하부에서 

관입된 화성암체에 의해 열변질작용을 받아 생성된 것으로 대략 N5E , 45-75 NW의 
주향과 경사를 갖고 폭 l OO-200m 정도로 빌-달되어 였다. 색깔은 담갈， 황갈 및 담 

저색을 보이며 고알미나칠 광물의 함량이 많아 납감 또는 연질감이 느껴지고 부스 

러져 쪼개지는 경향을 보인다. 

--
l꺼훌 

• 
• 

• 

환· • 
l뀐후 

。 " “ I I)()þ, 

그리 l 난서 과샤브푸亡 
.1. t::J --, -0 Ö l.!.... ..:..L-

R 
J 



제2절 수급현황 

1. 부존현황 

주로 전남， 경상남북도 지역에 분포되어 있고 충청북도에도 시멘트용으로 사용되 

는 종류가 분포하고 있다. 전남 및 경상도 지역의 납석은 성인이 동일한 것으로 대 

규모로 부존되어 우리나라 납석광업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1996년 말 현재로 집계 발표된 자료를 기준으로 할 때 전국적으로 1억 1 ，880만톤 

이 부존되어 있으며 전남지역에 63.6%에 해당하는 7554만톤이 분포하고 경북 

20.8% , 경남 11.5% 및 나머지 4.1% 정도가 충북에 분포되어 있다. 

표 4. 지역별 납석 매장량 (단위 천톤) 

화..，처 。 추정 예상 계 

전라남도 14,400.8 17,999 43 ,144 .4 75,544.2 

겨。샤 。그님누」 亡- 28.1 4,075.6 20,628.7 24,732.4 

경상남도 343 2,688.1 10,619.1 13.650.4 

충청북도 4,875 4,875 

계 14,771.9 l 29,6377 744,392.2 118,801.0 

자료: 광물자원 매장량 현황(1997.7) 

2. 생산 
국내 납석 생산량은 70년대초만 해도 10만톤대에 불과했으나， 그후 포철 가동을 

비롯해 국가의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에 힘입어 비 약적인 증산을 거듭해 80년대 말에 

는 근 80만톤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증가한 바 있다. 그후 내화염계의 수요부진에 

따라 약간 감소하는 경향도 보였으나 90년대 후반부터는 새 로이 시멘트 부원료로의 

수요가 창출되며 큰 폭으로 증산되어 97년도에 는 근 100만톤을 육박하는 설적을 기 

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IMF시대로 접 어 들며， 내수시장의 위축에 따른 시벤트 엽 

계의 조업단축이 이어지며， 납석생산량도 감소하여 98년도에는 전년보다 약 20% 정 

도 감산되었다. 

납석을 생산하는 광산수는 80년대 초에 63개소 였으나 점차 김소하여 97년도에 는 

28개소까지 감소했고 98년도에는 더욱 줄어 뜰어 22개소에 불과하였다. 월평균 약 

22개 광산이 가행하고 있으며 연간 평균 8-9개월 정도 조업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 

어 장석 이나 고령토보다는 훨씬 안정적인 조업을 하고 있다. 그러 나 종업원수는 디 

른 광종과 마찬가지로 계속 줄어 드는 추이 를 보여 98년에는 월평균 280명， 광산당 

12.5명으로 전년보다 약간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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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선규 보고 및 개발광산 수의 연도별 추이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평균 

납석 3 2 l 0 3 1 2 1 l.6 

석회석 17 16 20 14 7 7 4 11 2 10.9 

고령토 19 13 21 28 18 24 12 20.9 

장석 7 니 「 「7 6 3 1 4 3 5.0 

규석 6 8 15 16 3 7 8 8 「니 8.7 

전체 84 68 91 K1 59 65 46 66 44 67.3 

90년대에 신규로 보고 및 생산을 한 광산수는 다른 비금속 광종에 비해 현저하게 

적 어 고령토의 8% , 석회석의 14.5% , 장석 의 34 % 수준이었고， 전체 선규보고 광산 

의 2.4%에 불과하여 그만큼 개발을 유인하는 요인이 없어 졌음올 반영하고 있다. 

이와같이 광산수와 인력이 감소하는 추이 뜰 보이 는데도 불구하고 생산량이 증가 

하는 추이 를 보인 것은 94년 이 후 시멘트 부원료로 생산량의 약 절반가량이 사용되 

기 시작했기 때문이리- 전통적인 납석 의 용또 분야인 내화물이나 타일， 식기등 도자 

기류에 공급하던 물량은 감소한 셈 이 다 . 광산별 생산규모는 비교적 안정적인 조업 

을 하기 때문에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가행광산의 50% 이상이 연간 5천톤 

미만의 생산에 그치고 있다. 

표 6. 넙석광산의 조업현황 분석 

구 

총생산 

월평균기

평균생산 

r-
[ 종양l 1 원수 뉴 t_C뺏깐 기 

L우내 고3 주f-고l λ1- t::} ! “ ! 

I 04.8) 
i 월간광산딩 I 2,722.9 i 2 

I (2 ,111 1.7) I (2 
1 생산량(톤) t- -("'\ 1 =:l-'~;-':-~~냐←---- • ~ 

1 월 간일인당 186.6 

062.8) 
주 ( )는 비 시멘트츠용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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千 % 
98 

3「 「 29 32 

(32) (27) (30) 

| 21 6 22 4 21.3 

(20 .8) I (21.3) (19.6) 

9.3 8 

(7.8) (9.5) (7.8) 
294.8 290.2 265.9 

(286.5) (278.8) (249.4) 
13.7 12.9 12.5 

( 13.8) 03.1) 0 2.7) 
3,01 1.8 3,696.5 3,308.3 

-니?~?J2ill (2,099.1) 0 ,898.6) 
220.5 285.6 264.4 

L 063.6) 060.4) (149.2) 



표 6에서와 같이 월간 광산딩 생산량은 시멘트용을 제외할 때 매년 저하되는 추이 

를 보여 94년에 2，400톤 수준이었으나 97년에는 2，1 00톤 이하로 하락했고 98년에는 

더욱 감소해 1.900톤으로 되었고 이에 따라 월간 1인당 생산량도 감소하였다. 월 ] 

인당 160톤 생산규모는 금액으로 볼 때 약 370만원이고 광산당으로는 4，700만원이 

고 납석 전체로도 월 10억원을 약간 웃돌 정도라 웬만한 소규모 제조업보다도 생산 

규모가 작다. 

전체 평균적인 개념을 적용하여 국내 광산들의 매 출액을 석회석을 기준으로 비교 

하면 표와 같이 대부분의 비 금속 광산의 규모기- 석회석의 50% 수준인 것 에 비하면 

납석은 그래도 석회석 수준은 유지하고 있어 평균 이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표 7. 광종별 매 출액 비 교( 석회석 二 100 ) 

광총활---~←--'- 국{픔 ‘’“"---‘“ 광산당 l 인당 

금·은·통 44 49 . 7 
연·아연 344.7 71. 7 
철광 160.6 47 . 4 
티탄철 289 . 3 213 . 9 
활석 28.6 21. 0 
LtiFλ -41 43 . 7 100. 3 
장석 21. 7 82. 1 
고령토 20. 2 135.8 
석회석 100 100 
규석 33.2 96.9 
규사 18 . 8 89 . 6 
규조토 11.2 52.8 
사문석 58. 1 117 
ξE프!.λ 「4 O. 2 54.8 

그럼 2 납석 생산량 추이 

용도멸 \=t~ 생산추 이 

1 2 0 0 

1 000 

800 

뻐 
600 깅」 

4 00 

200 

O 
93 94 9 5 96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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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출입 

3-1 수입 

납석의 수입은 1987년까지는 실적 이 없다가 90년대 들어서서 본격적으로 물량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물량의 대부분은 중국에서 들여오고 있지만 일부는 소량이지 

만 남아공과 미국산도 도입되고 있다. 워낙 우리 나라는 일본과 함께 세계적인 납석 

생산국이 기 때문에 수입량은 많은 편은 아니고， 취급하는 업체도 극히 제한적이다. 

수입되는 원인은 가격경쟁력 때문만이 아니고 품질적인 면도 있어， 남아공산 

wonderstone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고 분말로 만들어 도형재로 사용할 때 기포 

가 발생되지 않는 특성 때문도 있디 그러나 중국에서 도입되는 대부분의 물량은 

주로 분체용 원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cif 기준으로 톤당 45불션에 도입 되 고 있다. 

국내산으로 일본으로 수출되는 충전재용 납석의 단가가 fob기 준으로 50불선인 것을 

감안하면 중국산이 국내산보다 약 15 - 20% 싸다고 볼 수 있다. 

중국에서 수입하는 업체는 (주)삼화소재로 이 회사는 왕표화학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무역업체로 중국 산동성과 복건성의 광산들과 agentship을 체 결하고 주문에 

따라 해당 품질의 광석을 선적하고 있다. 대략 분기에 2，000톤씩 수입 되 고 있고 수 

입 되는 물량은 전량 왕표화학에 납품된다. 과거에는 알루미나 함량 20%와 25%의 

두가지 종류기 수입되었으나 현재 수입되고 있는 품칠은 25%짜리이다. 왕표화학에 

서는 수입 되는 것을 국내산과 혼합해 주로 유리 섬유용 원료플 생산해 왔디 . 

표 8. 연도별 수입 추이 

4,578 

1998 

El一E 천$ 

640 901 

82 25 

4,406 217 

5,128 1,144 

자료:무역통계연보 

-
줄
 

수
 

l 

J 
]

이
 에 
” 

생산량의 약 30%가 수출될 정도로 납석 에서 수출이 점 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 한떼 

2tì만톤까지 도 수출했었으나 98년도에 는 크게 위 축되어 14만톤에 그쳤다. 가장 규 

오가 큰 국가 는 일본이 고 이외에 동남아 각국이 주 수출시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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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연도별 수출 및 재고비율 추이 

연도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생산량(A) 673,776 770,298 657,611 573‘208 602,580 여4，890 707,951 789.994 

생산량(A' ) 673,776 770,298 657,611 572,463 602,140 608,440 6여，864 582,667 
뉴←-~ 

수출량(8) 221,903 259,580 256.058 257,321 216,759 223,593 247,285 254.595 

재고량(C) 116,521 166,969 142,767 128,445 141,794 153,407 138,953 115,851 

B/A 32.9 33.7 38.9 44.9 36.0 34.7 34.9 32.2 

비율 C/A 17.3 21.7 21.7 22.4 23.5 23.8 19.6 14.7 

(%) B/A’ 32.9 33.7 38.9 44.9 36.0 36.7 40.9 43.7 

C/A' 17.3 21.7 21.7 22.4 23.5 25.2 23.0 19.9 

주 : 1) 생산량의 A는 총 생산량이 고 A ' 는 비시 멘트용 생산량임. 

자료:산업자원부 

1996 1997 1998 

780,062 994 ,366 843,609 

532,628 536,529 446,549 

226,170 258,695 152 ，2때 

138,204 127,268 131,914 

29.0 26.0 18.1 

17.7 12.8 15.6 

42.5 48.2 34 .1 

25.9 23.7 29.5 

표 9에서 와 같이 납석의 수출은 총생산량의 44.9%나 될 정도였으나 98년도이l 는 

16.4%로 낮아졌다. 그러나 이 를 실질적으로 수출되 고 있는 비시 멘트용 생산량을 기 

준으로 분석해 보띤 점차 저 하되는 추이 를 보이 고는 있지 만 아직도 31%로 높은 편 

이다. 재고 수준은 대략 비시 멘트용 납석 생산량의 20% 수준이 보통이나 98년도는 

이 상적으로 근 30%에 달해 그만큼 업 계 가 어려웠음을 반증하고 있다. 

80년 대 중반까지만 해도 내화벽돌용이란 내수시 장이 있 기 때문에 수출율은 생산량 

의 약 1/3 수준이 었지만 점 차 내화벽 돌용 수요가 감소되며 생산도 출았지만 해외의 

존율은 더욱 높아져 서 50% 수준에 달하고 있다 대만으로의 수출 물량은 약9만톤 

수준을 유지했으나 98년도에 5만톤으로 급감되었고 일본으로의 물량도 22~25만톤 

수준이 던 것 이 15만톤으로 크게 감소했다. 대만으로의 물량이 김소한 것은 대만의 

타일업 계 역시 불황으로 소규모 엮차1 가 문을 닫고 대규모 엽체는 재고가 많아 과거 

월 11 ，000톤 정 도 소비 하던 것 이 현재는 3，000톤 수준으로 대폭 줄어 든 것 이 주원인 

이 고， 부차적으로는 제 칠엽계에 서 Laddle용으로 사용하던 내화물의 종류기 우리나 

라와 마찬가지로 타종류로 대체되며 내화물 수요도 감소했기 때문이디 . 또한 중국 

에서 의 저가 납석 유입 도 무시 할 수 없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 다. 대 만으로의 수 

출은 동국의 건설경 기가 다시 활성화 될 때까지 매우 어 려울 전망이다.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업체는 민 경 산염， 구 시 광산 및 완도광산이며 이 중 완도광산 

은 성 옥산업， 구시광산은 잔남일보를 통해 수출하고 민 경 산업 은 지체적으로 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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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도의 경우 완도광산은 159 ，613톤을 생산해 이의 69 .9%인 111 ，576톤을 수출을 

하였고 노화도광산의 경우는 100 ，839톤을 생산해 40.6%인 40，900톤을 수출했다. 

대만과 일본으로 물량의 92% 이상 금액의 90% 이상을 의존하고 있고 그중에서 

도 일본시장에의 의존도가 높다. 일본으로의 수출은 톤당 50불 이상인 반면 대만으 

로의 수출은 톤당 21불 - 42볼로 매우 낮다. 이 는 일본으로 수출되는 품질은 유리 

섬유 원료용 품질인 반면 대만으로의 수출품은 타일소지용이기 때문이다. 

표 10. 국별 수출추이 

1993 1994 1995 1996 

」도「쉰불 | 톤 천불 { 콘 천불 | 톤 | 천볼 
----

1997 1998 

>= 
~→ 

'- 천불 | 톤 i 천불 

대 만 I 89,1501 3,741 1109,0001 4,::)161107,7001 4,0871 86 ,7581 3,6371125,9101 2,7441 47，50이 1,658 

| 말헤이 
| 스리랑카 인도너 λ 아 1 2 껍 3짧 짧| 3;뿔 뿔 뽑| 355| 뿔 뿔 때j 39 

일본으로의 수출은 주로 크레이용과 유리섬유용이기 때문에 대만보다는 그래도 수 

출구조에서 중국과의 경쟁력을 지난 부문이 크기 때푼애 노력 에 따라서는 일본 자 

체의 경기하릭에 따른 수요 감소로 인한 규모 축소를 제외하고는 어 느 정도 경쟁력 

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현재 수출 물량을 공급하고 있는 광산은 민경 노화도와 완도 2개소라 할 정도이다. 

이외에 구시광산도 보고를 했지만 소량에 불과하다. 

노화도팡산산은 민정산업을 통해 수출되고 있으며， 물류비용 때문에 자체에 분체공 

장을 건설해 분쇄랄을 포장해 컨테이너 수출을 하지 못하고 원석 그대로 션적하고 

있다. 특히 육지에 있는 것과의 경쟁릭 확보 차원에서 고품위 위주로 수출을 하여， 

자품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가인 타빌용은 판로가 적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완도광산은 조선내화 계열사로 낌-은 계연사로 무역업을 담당하는 성옥산업을 통해 

수출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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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연도별 국별 수출업체 

93 94 95 96 97 98 99 

일본 
성옥산업 。 O o O 。 O 
민경산업 O 0 자 O O 。 O 
민경광업 O O 
전남일보 O O O 

대만 

성옥산업 o 。 O O O O 
민경산업 0 。 O O O O 
한국대기 

료 
O 

민경광업 0 
보배광산 。 0 
우원무역 O 
신만국무역 O 
인도네시아 

한국도자기 。 o 
계림요업 。 없 

대현광산 O O 。

한도통상 O O 
스라랑차 

민경산업 O O 
삼양전자요업 O 
성옥산업 O 

말례이시아 

민경산업 0 -/Ij‘ O O 
성옥산업 O O 

4 수요 

납석은 전술한 바와 같이 중화학공업의 발전과 궤 를 같이 하며 수요가 증가해 왔 

고， 최근에 내화물업계가 부진해지며 전통분야에서의 수요는 감소하고 반면에 시멘 
트 부원료로의 대체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시벤트용의 경우는 1 ，2개 업체가 

공급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납석시장 전체와는 무관한 편이다. 

산업자원부에서 발표된 납석의 내수량은 최근 시멘트용 때문에 점증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시멘트용을 제외할 경우 국내 요엽 엽계의 침체를 대변하며 점차 감소 

되고 있는 추이 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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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용인 경우 93년도에 36.5천톤을 사용했으나 40만톤 수준으로 크게 증가하며 

오히려 내화물과 도자기류의 수요를 앞질렀다. 97년도에 시멘트용 수요가 증가한 

것은 기존의 대현광산 외에 광성광산이 새로 개발되며 공급을 확대하였기 때문이며 

98년도에는 IMF관리체제로 돌입하며 시멘트업계의 가동율이 70% 수준으로 급락하 

였기 때문이다. 

비시멘트용의 경우 38만톤 수준에사 점차 감소하여 30만톤대 이하로 내려갔다. 이 

는 납석의 주 수요분야인 내화물의 수요가 대규모 제철소 건설 및 시벤트 설 비 증 

설이 마무리되며 신규 수요보다는 보수용 수요로 성격이 변화되며 감소하고 또한 

Laddle용으로 사용되는 내화벽돌의 품질이 염기성 벽돌로 대체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3. 납석의 용도별 수요 추이 

500 

400 

300 

200 

1 0 0 

O 

93 94 9 5 96 9 7 98 

납석의 수요분야를 시멘트용， 내화물용， 타일용， 위생도기용， 식기 및 노벨티용， 농 

약용 및 분-체용으로 구분하고 이들의 연간 겉보기 수요를 광산 생산월보에 보고한 

판매처를 기 준으로 개략 분류해 보면 표와 같다. 이 것은 중간상을 통한 간접구매가 

제외된 것 이라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을 것이다. 

표 12. 용도 1펼 수요 추이 ( 단위 : 천폰) 

f;:렐룹꽃r學:調L텍텐꽉→r~훨t 

! j53g i ;앓 l 摩i 33 } 펠 J_ .. ~ 
체

-7
 3 

8 

6 

분
→
5
 

L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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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관련산업 및 유통현황 

제 1 절 관련산업 현황 

1. 내화물산업 

내화물이란 고온에 용해가 안되고 견뎌내는 물질로 통상 1 ，300도 이상의 열처리 
를 해서 제조된다. 내화물은 형태에 따라 내화벽돌， 부정형 내화물로 구분하고 화학 
성분에 따라서는 산성， 중성 및 염기성 내화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의 내화물산엽 
은 70년대 중반이후의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과 궤를 같이 하여 발전해 왔다. 그러 
나 90년대에 들어서며 대규모 중화학공업사업도 점차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고 산업 
구조 자체도 전자산업을 중심으로 재편되며 내화물의 수요는 사양화되는 추이를 보 
였고 여기에 값 싼 중국산이 도입되며 내수를 기반으로 한 중소기 업형 내화물 산업 
은 더욱 위축되었고 97년의 IMF 관리체계로 국내 경제가 급강하됨에 따라 내화물 
업계는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었다. 내화물의 수요도 규산질 및 점토질에서 점차 
MgO-C질， AI-MgO-C질 및 저시멘트 캐스타블로 고급화되며， 원료 소재의 수요에 
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 대다수의 중소형 소성가마 형식의 생산업체는 갈수록 사양 
화되어 한때 90여개소를 헤아리던 내화물 업체는 51개소로 감소하였고 생산능력 및 
생산량도 감소하였다. 주요 내화벽돌 생산업체의 생산현황은 아래와 같다. 

생산능력(톤/년) 생산량(톤) 

내화벽돌 -님「처。혀 。 1997 1998 

1997 1998 1997 1998 내화벽돌 -님「처。혀 。 내화벽돌 부정형 

조선내화(주) 123,000 66,420 141.000 141.000 96,136 120,461 55,524 109,884 
포철로재(주) 65,600 65,628 60,000 60,000 60,769 50,488 46,956 42,873 

(주)원진 45,000 48,000 33,000 33,000 32,485 17,839 24,249 14,919 

(주)창원 39.000 66.000 26,510 51,800 23,200 47,500 

한국내화(주) 41,000 46,272 40,000 46,900 27.643 25,345 33,758 22,329 

(주)아성 9,600 12,000 19,000 21 ,000 6,1S0 16,000 8,700 17,000 

신성산업(주) 13,000 7,200 11,518 5,552 
(합)신홍산업 10,700 7,400 9.095 3,860 
(주)와이 10,000 2,000 8,400 800 
(주)남도내화 2,200 4,000 1,870 2,816 
삼양요업사 4,000 4,000 1,000 2,400 :-l,760 520 3,760 2,400 

(주)한창요업 3,600 2,600 
태광요업사 3,000 3,600 600 1,000 2,100 250 2,500 500 
제일요업사 3,500 2,500 600 2,850 1,200 300 
(주)인화세라믹 6,200 2,000 5,050 1.100 
기타 7,000 4,550 16,600 7,950 

합 계 386,400 343,020 3&1,200 455,000 301,485 296,831 216,447 26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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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선내화 
본사가 전남 광양에 위치하고 공장은 목포， 광양 및 포항에 있다. 연산능력은 부 

정형 114 ， 270톤， 정형 100 ，990톤 및 특수내화물 8，466톤이며 포철 협력업체로 지정되 

어 있다. 

96년까지만 해도 10만톤 이상의 수요가 있었으나 97년도부터 급감되 어 1-2만톤 정 

도 밖에 구매를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수요업체 의 수요 고급화에 따른 원료 변화 

때문이다. 

연도 납품량 광산명 

1993 91 ,763 통복(600 ) ，구 시 (50 )，완도(75 ，942)，밀양 (988)，부곡03，998)，월평 ( 118)，기 성 활석 (67) 

1994 100,943 동복(769 )，완도 (잃，771>，밀 양 (1 ，497)，부곡 ( 14，683) ，월 평 (223) 

1995 110,219 구 시 C:347) , 동복0 ，5 1 8)，완도(95，352)，밀 양(1 ，086) ，부곡01 ，916) 

1996 167,187 완도043 ，075) ， 부곡08，401)， 밀 양(3，462) ， 동복(2 ，216)，월 평 (33) 

1997 27,493 완도08，79(-) ) , 부곡 (7，056) ， 밀 양(1，1 32) ，동복 (875)，구 시 (174) 

1998 11 ,137 부곡(2，711 ) ， 완도 (7，454) , 밀양납석 (625) ， 구 시 (447) 

(2) 한국내화(주) 
경남 김해시 진영읍에 소재하는 업체로 연산 능력은 정형 26 ，000톤， 부정형 

20，000톤으로 납석 16천톤， 샤모트 5천톤， 보키사이트 4천돈， MgO 9천톤， Al시멘트 

천톤정도를 필요로 한다. 

연도 구매량 고。L시 Lr며 。

1993 39 대원-천불산납석 (39) ， 민경 노화도(불명) 

1994 6,750 민 경 -노화도(6，750) 

1995 1,194 민 경 노화도0 ，1 94) 

1996 19,042 민 정 -노화도( 19,042) 

1997 8,586 민경 노화도(8 ，586) 

1998 12,313 민 경 -노화도02，3 13 ) 

(3) (주)중앙내화 

경북 경산시 진량면 선화리에 위치한 내화벽돌 및 유리도가니 제조업체로 내화 
벽돌을 연간 12，000톤 생산할 능력을 지니고 있다. 

연도 | 구매량 | 광산명 
1993 6 ，697 구시 0 ,399) , 한홍(40) ， 중앙(5 ， 258) 

1994 9 ，838 구시 (4 ，720 ) ，밀 양 (70)，부남(580 )，중앙(4，468) 

1995 13,291 구-시 ( 5 ，709 )，밀양(898) ，중앙(6 ，684) 

1996 15,672 구- 시 02 ，466) ，국보-약산(50) ，중앙(3 ， 156) 

1997 t1， 132 구시 (3 ，710 ) ， 밀 양(422) 

l ___ L~핸 」 ---꾀젠3 단샌1，앤윈꽉장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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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와이 

전남 부안군 즐포면애 위치한 내화벽돌 

내산벽돌 및 부정형 내화물을 생산한다. 

내화물 2천톤이다. 

고알루미나질 벽돌， 

1만톤 및 부정형 

제조업체로 점토벽돌， 

연산 능력은 내화벽돌 

연도 구매 량 고。Lλ 8- '11 

1993 2,095 구시 (657)，국보-약산0 ，438) 

1994 4,806 구시 (3 ，090) ，국보-약산0 ，716) 

1995 4,833 구시 ( 4 ，833) 

1996 5,389 구시 (5，389) 

1997 202 구시 (202) 

1998 1,914 구시 (54)，다도0 ，760) 

(5) (주)인화세 라믹 

경기도 김포에 소재한 내화벽돌 및 부정형 

과 부정형 2，000톤을 생산할 능력을 보유하고 

질벽돌， 내산벽돌 및 부정형 내화물이다. 

내화물 제조업체로 내화벽돌 6，200톤 

있다. 생산품은 점토벽돌， 고알루미 나 

98년도에 처 음 중앙광산에서 1 ，910톤을 구입한 것으로 보고되었고 그 

입 경로는 확인이 안되었다. 

이전의 구 

(6) 태광요업사 

경남 밀양시 

소규모 업체로 

다. 

연도 

1993 

1994 

1995 

부북면에 위치 한 

97년도 가동율은 

구매 량 

점토질 내화벽똘을 연 3천톤 

70% 정도였다. 밀양납석에서 

광산명 

200 창원북면납석 (200) 

2 ，064 밀 양납석 (2.0E껴 ) 

3,604 댐 양납석 (3,328), 영 춘납석 (276) 

생산할 

광석을 

1996 2,852 송一석납석 (485) ， 진해납석 (500) ， 밀양납석 ( 1 ，867) 

1997 3,567 양석납석 0 ，525) ， 밀 양납석 (2 ，042) 

1펀ε_L __ 1팬싼← ←맏얄날겔핀29) 

(7) (주)남도내화 

시설을 지닌 

그Z二l l:ll- τ1 0) 
。 tj C J-'-

인천시 강화꾼 선원면에 위치하는 업체로 

벽돌을 제조하기 때문에 납석의 수요는 그리 

2，200톤 정도이다. 

고알루미나절 ， 염기성 

많지 않다. 내화벽 돌 

및 부정형 내화 

생산능력은 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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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구매량 고。':J- λ 2-cr5 

19% 29 한흥세라믹 (29) 

1997 240 한흥세라믹 (240) 

1998 293 j 한흥세 라믹 (293) 

8) 제일요업사 

경북 청도에 위치한 점토질 내화벽돌 제조엽체로 연 3 ，500톤을 생산할 수 있다. 

늬
 

| 
1 

」

광산명 

산내 (800) 

풍산(250) 

750) 

연도 구매량 

1993 1,010 제 일 풍산( 1,010) 
1994 3,050 제 일-풍산(3，050) 

1995 2,200 제 일-풍산0 ，800) ， 

1996 2,300 산내 (2 ，300) 

1997 3,780 산내 (3 ，530) ， 제일 

1998 2,870 산내 0 ,1 20) , 풍산( 

생 점토질 내화벽돌 소규모 정도의 

(9) 한창요업 

경남 밀양시 부북면에 소재하는 연산 3，600폰 

산업체로 98년도에 2，600톤을 생산했디. 

연도 구매량 | 광산명 

1993 200 녕원북면납석 (200) 

1994 344 밀양납석 (344) 

1995 574 [ t밀양납석 (574)，영춘납석 (66) 

19% 352 댐 양납석 (352) 
1997 259 밀양납석 (259) 

L j998 88 밀양납석 (88) 

(0) 삼양요업사 

경닌- 빌양시에 

있다. 

「끓T펴끊下~--← ←~- ← - 광산명 

119파-3m칩햄(72) ， 7 1장흉칙 (444)되양납젠E596)，산내 (30) , 영 춘납석 (48) , 
창원북면납석 ( 104) ， 힌홍(0) 

영 춘닙-석 (47)，밀 양납석 (3,309) 
영 춘납석 (39) ，밀 양납석 0 ,899) 

민양납석 (5 ， 232) 
댄 양납석 0 ,%6) 
맘양납석 (2 ，:{ß) 

까
,--생산할 연산 4，000톤을 제조엽체로 내회-벽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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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199~ 



2. 타일 · 위생도기산업 

10여개의 업체가 생산하고 있으며 사용하는 원료광물은 장석 ， 납석， 도석 ， 규석， 점 

토 및 석회석으로 이들을 습식으로 분쇄해 잘 혼합한 후 함수량을 조절해 사별한 

후 이 를 프레스 성형하고 유약 처리해서 제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타일은 사 

용 부위에 따라 바닥타일과 벽타일로 나뉘며 이 때 벽타일은 바닥타일보다 수분띄 

영향을 적게 받아야함으로 원료 배합에서 약간의 차이 를 보인다. 

국내의 타일 제조업체는 다음과 같다 

생산능력(평) 98 생산량(천평) 
업체명 소재지 

바닥 내장 바닥 내장 

극동요업(주) 585 

대동산업(주) 240,000 600.000 261 294 충남 천안군 성거읍 선윌리 

대렴요엽(주) 536 383 

(주)대보요업 436 157 충북 괴산군 괴산읍 대사리 

대열요업(주) 269 269 

동서산업(주) 1,202 1,394 

삼영산업(주) 420 556 

(주)삼현 409 344 

이화산업(주) 840,000 380 경 기 도 하남시 망월동 

(주)삼원 127 

대림통상(주) 536 

션경산업(주) 162 

성일요업(주) 120,000m2 187 경 기 도 안산시 성 곡동 

천광산업(주) 840,000 322 

(주)한보요업 385 

(주)대호요업 
뉴 -••• 

88 ?1 천 남동구 논현동 
t--• 

합 겨1 4,408 4,489 
'--~-←→}←→ __ ~-L←←→→------ •~•----'-•--

타일업계는 98년도의 IMF파고를 넘으며 큰 타격을 입어 많은 업체가 부도기- 나거 

나 휴업상태에 들어가 10711 사가 문을 닫아 99년초에 17 711 업체만 가동되고 있다 

98년도에 폐업한 업체는 삼아요업과 창성요엽 이 고 강남산엽은 타업종으로 전엽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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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화산업 

본사가 경기도 히남시 망월동에 있는 타일 렛 적 연와 제조업체로 연간 타일 70 

만평， 적연와 115백만장을 제조할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광산에서 직구매하는 기록 

은 적 다. 

연도 

1994 

1998 

구매량 

8,350 

9,460 

부남(8，350) 

다도 (9，460) 

광산명 

(2) 대림요업 

내화벽돌， 내장타일 및 위생도기 를 제조하는 업체로 내장타일 90만평， 위생도기 

17 ，601톤을 생산하는 능력을 갖고 있지만 IMF 관리시기를 지나며 구조조정하여 대 

림통상에 인수되었다. 

연도 구매량 
1-

1993 1,072 

1994 3,628 

1995 20 ,414 

광산명 

옥출(850) ， 영 춘납석 (222) 

부남(2， 130) ， 영 춘납석 (948) , 옥출(550) 

부남(18，650) ， 영 춘납석 (314), 옥출(1，450) 

19% 28 ,730 범남 (22 ，550) ， 경 주납석 (:3 ，58이， 옥출(2 ，600) 

1997 19,480 녕 주납석 08,(70) , 옥출(810) 

1_1앤욕~_l죠440 벼 주납석(12 ，820) ， 옥출 (62이 

(3) 삼영산업( 주) 

경남 진해시 진영읍에 위지한 타일류 전문제조업체로 각종 타일을 250만평 생산 

할 능력을 지니고 있다. 98년도에 바닥 타일 42만평 ， 내장타일 56만톤을 생산했다. 

{ 권도←「 두교굉r 
1993 1,666 

1994 9,260 

1995 ι 2,15‘5 

19% 8,745 

고LλL 며 
。c. 。

불국사납석 (805) , 세 창-하동(861) 

삼성 (1，23이， 보배 (2，757) ， 불국사납석 (5 ， 273) 

불 국사납석 (2,155) 

덕 봉 (1，01 8) ， 보배 (2 ，716) ， 진해납석 (5，01 1) 

1997 23 ,788 냄해덕봉(6 ，582) ， 진 해 납석( 17,206) 

l밴욕 __ J ___ . 7,11• 9 ←←[김랜덤몹댄빨갚헨날섣젠젠 

(4) 대동산엽 (주) 

대 동요업으로 촬발해 93년에 대동산엽으로 상호를 바꾼 타일류 제조업체로 본사 

뉴 충닌- 첸 안꾼 상거읍에 있고 공장은 충남과 안산애 있다. 월간 내장타일 5만평， 

바닥타일 2만평 을 생산히-고 있어 기동율은 50% 수준에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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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구매량 광산명 

1993 6,081 불국사납석 (4 ,1 43) , 세 창-하동(1，638) ， 중앙(300) 

1994 12,909 불국사납석 (7,481), 완도(4 ，987) ， 중앙여ll) 

1995 395 중앙(395) 

1996 610 중앙(610) 

1997 0 

1998 840 중앙(840) 

(5) (주)대보요업 

본사가 수원에 있고 공장은 충북 괴산군 괴산읍 대사리에 위치한 내외장 타일 제 

조업체로 98년에 내장타일 16만평 바닥타일 44만평을 생산했다. 

연도 

1997 

1998 

(6) 대 열요업(주) 

구매량 

3，946 삼성 (3,946) 

846 삼성 (846) 

광산명 

인천시 남구 도화3동에 위치한 외장 및 모자익크 타일 제조업체로 98년에 내장타 

일을 27만평 생산해 약696의 생산 점유율을 보였다. 96년부터는 광산에서의 직구입 

이 없다. 

연도 | 구매량 1 광산명 

1993 1 ，88 1 불국사납석 (940), 세 창-하동(941) 

1994 11.341 

1995 7,930 

(7)동서산업(주) 

국내 최대의 타일류 제조업체이나 광산에서의 직구매 실적 은 98년에 보배산광산 

에서 2，4 13톤을 구입한 것이 전부이다. 이는 유똥상들이 중간에서 디1 행 을 했기 때문 

으로 판단된다. 공장이 괴산 진주에 있고 공장에서 펼요로 하는 원료 소재류는 하 

동에서 일괄 처리해 필요한 입도로 만든 후 각 공장에 보내는 체제를 98년도에 갖 

췄다. 

(8) 성창기업(주) 

부산시 해운대구에 있는 내장，외장 및 바닥타일 제조업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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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구매량 광산명 

1993 600 } 서l 창 히 동 (600 ) 
1994 745 |불국사납석 (745) 

1995 805 불국사납석 (805) 

1996 1,880 | 부남 ( 1 ，880) 
1997 5,290 부님 (5,290) 

1998 3,490 부남(3 ，490) 

(9) 성산요업 

인천시 강화꾼 양도면에 소재 한 위생도가 제조업체이다. 

,---••• • 
연도 구매숲-「 - 광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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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멘트산업 

시벤트를 제조할 때 주원료인 석회석 이외에 부원료로 소량의 철분， 규산염， 알 

미나， 석고등이 사용된다. 납석은 이론상 알미나 성 분과 규산염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을 별도로 장입할 필요가 없이 납석을 장입함으로써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업체에 따라 납석대신 점토를 사용하거나 세일을 투입 

하는 경우도 있으며 부족한 함량은 해당 품목을 추가로 투입함으로 조성 비 를 맞추 

고 있다. 점차 시멘트업계에서의 납석 소비량은 증가되 는 추이 를 보이고 있는데 이 

는 가격 뿐만 아니라 손쉽게 조성비 를 제 어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으로 보인다. 

0) 쌍용시멘트 
크링카 생산 설비 능력은 15，161천톤에 달하나 98년도에는 11 ，393천톤만을 생산 

해 75%의 가동율을 보였다. 광성납석 광산에서 전량을 공급받고 있으며 납품은 쌍 

용자원개발 또는 동오기업을 통해 하고 있디. 납품받는 납석의 품질은 A1203 23% 

이며 연도별 납품 실적은 다음과 같다 

，-----퍼도(丁→ 납품량 

1996 11.220 

1997 77.086 

1998 145,304 

(2) 성신양회 

광산명 

대 현 ( 11 ，220) 

광성 (47,290) , 대 현 (29 ，796) 

광성 045,304) 

크링카 생산 설비능력은 9，689천톤이나 98년도에는 5，753천톤을 생산해 59.4%의 

가동율을 보였다. 대현광산에서 A1203 20- 23% 품질의 광석을 직접 조달받고 있다. 

연도 납품량 광산명 

1993 26.640 대현(26，640) 

1994 76,814 대현(76 ，814 ) 

1995 177,201 대현077，201) 

1996 290,310 대현 (290 ，3 1이 

1997 323,199 대 현 (323 ，El9) 

1998 131 ,498 대 현031 ，498) 
---_ ._---←--~------

(3) 한일시멘트 
크링카 생산 설비 능력은 7.131 천톤이나 98년도에는 4.507천톤을 생산해 63.2%의 

가동율을 보였다. 과거에는 대현광산에서 납품을 받았으나 현재는 광성광산에서 직 

접 조달받고 있다. 납품받는 납석의 퓨짚은 A120322%이며 떤도별 납품 실적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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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다. 

연도 」업l 1 효~2-J= 

199:3 1,070 

1994 28,210 

1995 29,076 

1996 48 ,485 

1997 42 ,1 17 

1998 58,:361 

광산명 

070) 

,210) 

,076) 

,485) 

,117) 

,361) 

(4) 현대시멘트 

코링카 생산 설 비 능 력 은 6 ，808천톤이나 98년도에는 4，944천톤을 생산해 72.6%의 

가동율을 보였다. 98년도에 처음 광성납석에 서 59，067톤을 직 접 또는 대원을 통해 

납품받았다. 

2) 특수 사멘트용 

(1 ) 유니온 

뽑
 

은
 

온
 

、

니
 

。

π
 

청원군 가덕면에 공장이 위치하고 있으며 연간 백시멘트 15만톤， 

타일 시멘트 3만톤， 알루미 나 시멘트 1만톤 및 용융알루미나 1. 2만톤을 생산할 수 있 

는 능력 을 보유하고 있다 일반 포트란트 시멘트와는 다른 특수 용도용 제품을 생 

산하며 부원료로 SK 32 품칠의 납석 을 백 암광산에서 납품받아 사용히→고 있다. 

연도 t..+ 프:;'~l: l:l p 。 광산명 

1994 63 ，657 백 암(6:3，657) 

1995 6:3,1 40 ↑백 암(63 ， 140 ) 

{ 1996 l 76 271 펴 암(76.271) 
1997 48 ，789 백 암( 48，789 ) 

199ß 31,%2 1 1벡 암( 31 ，%2) 
주) 상 기 물량 중 일부는 농약용이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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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자기 · 식기산업 

(1) 한국도자기 

충북 청주시에 소재하는 도자기 ， 식기류 제조회사로 연간 이 들을 1 ，600만 PCs생 

산할 능력을 지니고 있다. 전남 진도군 조도면에 소재하는 옥출광산에서 SK 23 품 

질을 납품받고 있다. 

연도 구매링: 광산명 

1993 1,250 옥출( 1,250) 

1994 200 옥출(200) 

1995 950 옥출(950) 

19% 3,1 60 옥출(3， 160) 

1997 2,020 옥출(2 ，020) 

1998 2,050 옥출(2，050) 

(2) (주)행남자가 

94년도에 행남사에서 행남자기로 상호를 변경한 이 회사는 전맘 목포시에 소재 

하며 연간 도자기， 식기류를 4천만 PCs생산할 능력을 지니고 있다. 전남 신안군 임 

자도의 수도납석과 해남군 황산면의 백암광산에서 공급받고 있다. 수도납석에서 공 

금받는 납석은 SK 26 짜리이디 . 

광산명 

수도(382) 

맥 암CB)，수도(2ö9 ) 

1995 448 수도(448) 

1996 16 ，779 백 암05， 213)，수도o ,5öö) 

1997 489 수도(489) 

1998 632 수도((-:ì32 ) 

(3) 남양도기 
경남 사천군 사남면 유천리에 소재 하는 애자제조업체로 도암납석에서 원광을 공 

급받고 있다. 97년도에 처음 1 ，5f:ì 1 톤을 구매 했으니- 98년도에 는 급감하여 291톤에 그 

쳤다. 원광의 품질은 SK 28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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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체산업 

(1 ) 왕표화학 

1979년 왕표분체로 출발해 83년 현재의 상호로 변경 한 업 체로 농약증량제， 각 

종 비 금속류 분체를 주종으로 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민경-노화도산을 공급받고 일 

부는 중국산을 공급받아 분체로 만든 후 다양한 용도로 출하시켜 왔다. 그러나 품 

질상의 문제로 99년부터 국내산만 사용한다. 월 4 ，500톤을 생산하나 약90%인 4,000 

톤이 유리섬유용이다. 

연도 구매량 광산명 

1993 4,527 무연 (36) ， 불국사납석 (2，498) ， 세창-하동(1 ，993) 

1994 7,513 불국사납석 (2,149) , 민 경 -노화도(5 ，364) 

1995 12,475 불국사납석 (593) ， 민경 노화도( 11,882) 

1996 19,042 민 경 노화도09，042) 

1997 11 ,748 민경 노화도01 ，748) 

1998 12,313 민 경 -노화도( 12,313) 

(2) 한국분체 ( 구 해남분체) 

조선내화 계열사로 납석을 Raymond mill로 분쇄하여 전량 glass fiber원료로 

공급하고 있다. 98년도에 해납분체를 한국분체로 상호 변경하고 조선내화 계열에서 

독립하였다. 

전남 해남에 위 치하며 전화번호는 (0634)535-0058 이다. 연산 4만톤 시설을 갖추고 

있다. 

연도 

L~샌8 

루고[똥→I 

1，1 23 부곡0 ，1 23 ) 

14 ， 5 1 8 부곡( 14,518) 

30,590 부 곡 (30,590) 

74 ，796 부곡(74 ，796 ) 

2rì ， 599 부 곡 (2rì,599) 

광산명 

58,931 쁨곡 (47，353) ， 완도 ( 11 ，578) 

(4) 행남광물정 제(주) 

행남지가가 80%의 지분을 소유하는 회사로 도지기 원료를 제조키 위해 87년도 

에 설립 되었고 ， 목포이l 소재하고 있다 

- 25 -



연도 구매량 고。Lλ ~디 。j

1993 2,133 연화납석 (2，1 33) 

1994 738 연화납석 (738) 

1995 2,618 연화납석 (2 ，6 1 8) 

1996 4,128 연 화납석 (4 ,128) 

1997 1,645 연화납석 0 ,645) 

1998 2.412 연 화납석 (2,412) 

(5) 후성물산 

현대계열 회사임. 97년도부터 민경-노화도산 납석을 구매하고 있으며 이를 서 

천공장에서 분쇄한 후 (주)금강에 glass fiber용으로 공급하고 있다. 구입량은 97년 

에 1 ，259톤， 98년에 7，328톤이다. 

(6) 삼화소재산업(주) 

1988년에 설립된 타일원료 제조업체로 경남 창원시 진전면에 위치한다. 

이 회사는 타일원료가 되 는 도석， 고령토， 장석， 규석등을 볼밀로 마광해 원료소 

지로 만드는 곳이나 타일업계의 심각한 불황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99년도에 

는 약간씩 내수가 증가하는 추이 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 정상 가동에는 훨씬 못미치 

고 있다. 

연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7) 한일정분 

연도 

1995 

1996 

1997 

1998 

구매량 

23,154 

13,187 

9,363 

577 

구배량 

658 

12,378 

5,982 

1,080 

보배 (23， 1 54) 

보배 03，1 87) 

보배 (9，363) 

진해납석 (577) 
• … -… ←’-----+~.-

민경 노화도( 658) 

민 경 노화도02，378) 

민 경 -노화도(5，982) 

민 경 -노회-도( 1,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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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일소재산업(주) 

경남 밀양시 부북띤에 위치한 도자기 소지 제조업체임. 보배광산에서 공급을 받 

았으나 97년도에 광산이 조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리물량이 없었으며， 98년도 

에 동 광산이 보배산으로 명칭을 달리해 다시 가행하며 공급이 재개되었다. 

, | 광산명 연도 구매량 
뉴→←← 

1993 1,015 l 보배 (950) , 국보-약산(65) 

1994 625 보배 (557), 국보-약산(68) 

1995 958 보배 (958) 

19% 3,324 보배 0 ，324) ， 제 일 풍산(2 ，000) 

1997 

1998 1,205 |보배산0 ，205) 

(9) 인성기업사 

세라믹 원료 광물인 장석 납석 규석 및 석회석을 분쇄하는 중소업체로 인천시 

남구 주안5동에 소재힌다. 

연도 구매량 

1993 120 

1994 1,946 

1995 819 

1996 164 

1997 184 

(0) 삼성기업 

중앙( 1 20) 

도암(453) ， 

중앙 ( 11 2) ， 

도암0(4) 

도암(84) 

광산명 

완도0 ，2(5) ， 중앙(228) 

도암( 707 ) 

=그 

소규모 분체업체로 인근 광산에서 원석을 구매해 분쇄한 후 이 를 농약 및 충전재 

용으로 판매하고 있다. 

광산명 

구 시 (702) , 다도( 1,260) 

( 11 ) 남양물산 

소규모 분체업체로 다도 굉산에서 원석을 구매해 분쇄한 후 이를 

충전재용으로 판매하고 있다. 

F폐:-~{ ... 군펜휴 
1998 1,260 디-도 (1，260 ) 

광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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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리섬유산업 

국내에서 glass fiber용 분체를 제조하는 곳은 3군데로 왕표화학， 후성물산 및 한 

국분체 이 며 월 1 ，300-3，450톤 정 도 생 산한다. 여 기 서 만들어 진 원료는 47R glass 
fiber생산회사로 납품되고 있다. 유리섬유업계는 단섬유와 장섬유로 구분되며 건설 

경기의 위축으로 단섬유는 내수가 많이 축소되어 35 ，000톤， 장섬유는 9-10만톤 정도 

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생산은 단섬유의 경우 (주)금강 28，000톤 ， (주)한국유리 

17，000톤， (주)벽산 1만톤으로 55，000톤에 달하고 장섬유도 11만톤 수준인데다 (주) 

금강이 신규로 참여하였다. 이중 납석을 원료로 하는 것은 장섬유류로 알려져 있다. 

단섬유류는 주로 단열 보온용으로 배관등의 보온재로 사용되고 장섬유는 전기절연 

재료와 FRP용으로 쓰여 프라스틱과 함께 성형시켜 경량 고강도 구조재로 제조해 

각종 스포츠레저용 및 안전모등 다양한 생활용품에 사용되고 있다. 

유리섬유용으로 사용되는 원료는 일반 유리공업용보다 높은 순도가 요구된다. 유 

리섬유의 종류는 몇가지가 있지만 그중 하나의 경우 규석분:36.43% ， 석회석 

분:19.7% ， 알미 나 14.5%, 탄산마그 네 슐 10.75%, 형 석 분 0.74%, 탄산바륨 0.43%, 아 

비산 0.45%를 균일하게 혼합시켜 100- 150 mesh로 만든 후 노에서 1500도 온도로 

하루를 유지 용해시켜 만든 유리 생지를 가는 구멍을 통해 방사시켜 만든다. 납석 

성분 구성 비의 차이 때문에 개략적으로 유리섬유 1톤 제조에 납석은 약 60%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o (주)한국화이바 

- 본사: 경남 밀양시 부북면 

- 전화번호 (0527)-355-0081 

- 생산능력: 유리섬유 20，000톤/년 

o 한국베트로텍스(주) 

- 설 립: 1989. 10. 12 
- 위치. 전북 군산시 소룡동 40 

- 전 화(0654) 469-1101 

- 생산능력: 유리장섬유 25 ，000톤 

o 한국오웬스코닝 

- 위치: 경북김천 

- 전 화번 호 0547-439-5722 

- 생산규모: 유리 장섬유 50，000톤/년 

- 비고: LG그룹에서 지분을 완전히 매각함에 따라 상호도 LG오웬스코닝에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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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오웬스코닝으로 변 경됨 이에따라 내수중심의 판로가 30% 정도는 수출수요로 전 

환되 며 가동율도 100% 유 지 하고 

o (주)금강 

위치 : 충남 천안시 소정 리 

- 전화번호 : 

- 생 산규모 : 20，000톤/년 

。l ~
λA 디 • 

- 비고. 과거에는 동서산업에 서 원료를 갖다 사용했으나 97년부터 같은 계열사 

인 후성물산으로부터 노화도산을 공급받고 있다. 현 재 서천에 분체공정 이 있으며 

소요 물량은 전량 이 곳에서 공급된다. 

이상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다. 

,----

Glass fiber 업 체 생산능력(톤/년 ) 
---l--•{•• 

(주)한국화이 바 20,000 

(주)금강 20,000 

한국베트로텍스(주끼 50,000 

한국오웬스코닝 50,000 
뉴→---------+-→←→←→←←←← ••••• 

합계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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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표화학 

후성물산 

왕표화학 

한국분체 

공급량(톤/월) 기 

950 

l.300 

2.500 

3.300 

855o 



7. 농약용 

납석은 분말형 농약의 증량제로 사용된다. 농약제조사에서는 분말상태의 납석을 

소량씩 구입하여 사용하나， 납석의 용도가 농약성분에서 펼수적 인 것은 아니기 때 

문에 타 비금속광물과 언제리도 대체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품질은 입 또 

와 PH의 두가지로 326메쉬와 260메쉬의 입도로 PH는 7-8 정도이다. 기타 칠분등은 

별 문제가 없다. 

주요 납석 사용 업체별 연도별 사용량은 다음과 같다 

거래 량(톤) 
업체명 그。l 二t그l 고 。lλ 8-

94 95 96 97 98 

겨。노 。 -τ」- 。r:L, 602 1,234 808 350 321 

동방아크로 도암 164 668 185 

동부한농 도암 314 1,421 

성보화학 완도 1,265 

도암 584 508 1,314 183 

영일화학 도암 78 0 1,503 1,242 321 

완도 1,265 

전진산업 s:一 。DL 594 831 1,503 958 100 

완도 1,265 

한농 도암 1.348 474 1,503 

한정화학 도암 289 0 0 64 

동복 119 
뉴---→}←_._-←→'---- ••- •• •• •-- ••-

계 7,290 3,047 6,795 3,898 2,348 
-•}••••-• __ -L--• 

이외에 소규모 분체업체에서 원석을 광산에서 구매한 후 분쇄 해 판매하고 있으나 

워낙 규모기- 작가 때문에 큰 물량은 되지 않고 있다. 

농약의 경우 점차 액비 플 션호하는 경향이 증가되기 때문에 납석의 수요가 증가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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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용 

(1) 일진다이아몬드 

합성 다이아몬드를 제조할 때 펼요한 기밀용기 원료로 남아공산 wonderstone 

을 전량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넘 아공산만이 선반작업을 견딜 수 있 

기 때문에 수입에 의존하고 있지만 매년 가격을 올리기 때문에 국내에서 대체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가장 가능한 방법의 하냐로 연구되고 있는 것은 분말성형 

방식이다. 

(2) 한국호세코 
자동차 부품을 주조하는 업체로 주물작엄에 사용하는 이 형재로 도포하는 용도로 

미국산을 수입해 사용하고 있다. 월 1 container 정도를 소비하며 작업의 편의를 위 

해 20kg단위료 소포장되어 있다. 국내산의 경우 물에 넣을 경우 완전히 섞이지가 

않고 뭉치는 경향을 보이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소성시컬 경우 수산기가 탈락 

되며 물에서 뭉치는 성 질을 없앨 수 있으나 소성 경비와 소성시의 물성변화에 대한 

연구기 필요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 형재로 사용되는 alumina silicate는 수성도료에 5-10wt % 정도 섞 

(4) 오텍(주) 

도자기 유약 및 요염용 프릿트를 생산하는 업체로 경 기 도 안산시 원시동에 위치 

한다. 납석은 저온에서 녹이는 융제 역할을 하기 위 해 유약제조에 사용되고 있으며 

주로 타일류의 표면처리용으로 판매되 고 있다. 이 회사는 광산에서 직접 구매하지 

않고 신만국무역을 통해 조달하고 있다. 

~----헬 = 二:뒷짧τ-I--~--=---=~--~二 필二: 
j 1993 1 52밍5되l 「암납업석떠 

1깨SJSJ써4 2,B 1 파임 납석 (2,131) 

lSJY5 2 ，02SJ 도암납석 (2 ,02SJ) 

j 1996 1 1 503 1도암납석 (l,503) 

19•)7 1 ，744 도암넙 석 0 ,744) 

| 1998 j l ,52 l l 도암납석 0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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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유통업 

(1) 성옥산업 

조선내화 창업자의 호를 따서 지은 상호와 같이 조선내화 계열 무역회사로 완도 

광산등 계열광산에서 생산한 광석을 수출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2) 민경산업 

노화도광산에서 생산된 납석의 판매를 담담하고 있음. 

(3) 민경 광업 

(4) 거광물산 

(5) 화성광업산업 

(6) 일성상사 

노화도산 광석을 구입하여 국내 유통 주로 내화물업체에 

연도 구입량 과。시 "{E 며 。

1995 4,240 민 경 -노화도(4 ， 240) 

1996 7,236 민 경 -노화도(7，236) 

1997 4,045 민경 -노화도(4 ，045) 

1998 3,836 민 경 -노화도(3 ，836) 

(7) 삼화상사 

二iL 二그 
。l=I

노화도산 광석 을 구입하여 국내 유통시키며 주로 내화물업체에 판매. 

,-

연도 구입 량 광산명 
뉴--------

1994 3,099 민 경 -노화도(3，099) 

1995 3,696 민경-노화도 (3 ，696) 

1996 6,999 민 경 -노화도(6 ，999) 

1997 3,228 민경-노화도(3，228) 

1998 :-3 ,65:-3 민 경 -노화도(3 ，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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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시장규모 

1. 원석 유통구조 

납석은 제품의 종류가 단순하기 때문에 소재단계까지는 원석 자체와 이를 분체한 

가공품이 전부일 정도로 간단하다. 이 뜰 소재류는 다양한 분야에 다양하게 사용되 

고 있으며 특히 분체물의 경우 충전재와 첨 가재용으로 일본에서는 2만가지 상품에 

사용되 고 있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사용되 고 있다. 

우리나라의 96-98 기간의 통계를 평균할 경우 개 략적인 물류의 흐름은 다음과 같 
다. 

원석 분처} 

생산 872 , 679 83 , 1 02 ( + 7, 351 ) 

-A「 。H1 7, 351 569 

내수 664.547 91 , 022 

시벤 E 395 ,548 

내화물 127 . 236 

타일 44 , 976 

위생도기 12 . 908 

유리섬유 83 . 726 

~二。「t 7. 296 

기 E] 83 . 879 1.102 

.::.ι「‘ ;딛날" 212.385 

재고 5, 355 

즉 평균 연간 96만톤이 공급되어 약 65%기 내수용으료 소비되 고， 23%는 수출되며 

약 2%가 재고로 남고 있고 내수 물량의 약 14%인 91 ， 000톤 정도가 분체되어 주로 

유리섬유용으로 사용된 셈이다. 원석문량의 72%는 시멘트용으로 소비되 고 위 생도 

기:내화물， 타일= 1 : 10 ‘ 3 정도의 소비 비 율을 보이 고 있어 납석 시 장은 시멘트용을 

제외하면 내화울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는 셈이 다. 

납석의 가격은 품질에 따라 상이하며 또 광산에 따라서 차이가 매우 심 하다. 

시멘트용의 경우 납품하는 광산은 2개 소로 현장도 가격은 톤당 3，500원이나 수송조 

건에 따라 최대 8，500원까지 상승한다. 용도별로 구분해서 개별 광산에서 판매하는 

단가-는 아래와 샅이 자이기→ 크다 

도자가 용 10,000 - 107,500 

타일용 18,000 - 3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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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용 : 10,000 - 37,400 

내 화물 용 : 14,000 - 240,810 

유리용 도가니용 : 20,000 

이와같이 넓은 가격대는 광산에서 원석 자체로 판매하는 경우와 이 를 조쇄 내지 분 

쇄까지 행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혼용되어 있기 때문으로 개별 광산마다 작엽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원석대가 얼마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다도광산의 경우 

현장 상차도 가격이라는 조건은 같지만 도자기용의 경우 타용도에 비해 월등히 가 

격이 비싼데 이는 분체시킨 산물을 판매하기 때문이다 

광산 도자기용 타일용 
화학용 

내화물용 
유리용 

비고 
(충전용) 도가니 

다도 60,000 18,000 16,000 14,000 

도암 100,000 
sk 28 

수도 167,500 
농약용 분체물 

옥출 26,000 
행남사 

완도 ~n，400 

78? 22 ,000 

부남 17,000 18.000 

중앙 35,000 70,000 
sk32，벡시멘트용 

H- 111 。tjL 48,000 20,300 

-님「 二「a 46 ,799 25 ,497 240,810 
(sk28) (sk26) (sk34) 

딛‘二10J: 19,000 35,000- 115,000 

김해-덕봉 30,000 

원동 25,000-30 ,000 

분체물의 가격은 업체에 따라 상이하고 보통은 수송비 를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통일되어 있지 못하다 

보통 분쇄만 할 경우 가공비는 갱도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대략 8만- 1 2만원 수준임 
으로 납석 분체물의 가격은 품질에 따라 가공비에 약간의 이윤을 더히 는 수준에서 

결정된다고 보면 된다. 분체물의 이윤 폭은 매우 작아서 톤당 1만원에 서 2만원 정 
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타 비금속과 대체 가능성이 매우 높은 농약용은 이윤폭 

이 가장 적고 유리섬유와 같이 주종품인 경우는 많아 유리섬유용의 경우 공장도의 

경우 톤당 약 14만원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고， 농약용의 경우는 수송비 포함 10만 
원으로 공장도를 기준하면 거의 원가애 가까운 약 8만원션일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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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장규모 추정 

이 상의 판매가격에서 수송비를 제외힌 산원도 가격을 기준으로 각 수요분야별 시 

장규모를 추정하면 다음과 같이 유리섬유용이 60%로 수위를 점 하고 내수물량기 준 

으로 55% 이 상을 점하는 시멘트용은 896 정도에 불과하다. 여기 에 적용한 가격은 

원석대와 분체물 가격이 흔입된 것이기 때문에 원석대를 기 준으로 할 경우는 이보 

다 시 장규모가 크게 축소된 104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표 13. 수요분야별 시 장규모 추정 치 

분야 X-「{ S Cg그 7~~ 물량(전 톤) 규모(억원) 점유율(χ) 

시멘드 3.500 396 14 7. 2 (12.5) 

내화물 15 .000 127 19 9 . 8 (17 . 0) 

위생도기 26 .000 13 3 1. 5 (2 . 7) 

타일 18. 000 45 8 4. 1 (7 . 1) 

유리섬유 140, 000 84 118 608 
(60 ,000 ) (50) (44 . 6) 

뇨C3: 。 -1t 80 , 000 7 6 3 . 1 
(20 , 000 ) (1) (0.9) 

71 타 30 . 000 85 26 13 . 4 
(20 , 000 ) ( 17) (15 .2) 

합계 25 , 630 757 194 100. 0 
(14 ,800 ) (112) (100.0) 

주: ( )는 원석대 뜰 기준으로 한 결과임. 

수출시장의 경우 주로 일본으로는 유리 섬유용 원석 이 ， 기타국에는 타일소지용 원석 

이 출하되 고 있다. 대략 일본으로의 수출 물량을 평균 12만톤으로 보고 기타국은 9 

만톤으로 보면， 국내가를 적용시 약 88억원 규모가 되어 총 원석 시장규모는 내수 

111 억원을 한해 약 200억원 규모로 볼 수 있다. 즉 국내 납석광산틀의 수출 의존도 

는 금액을 기준으로 할 때 44%나 되어 해외시장의 변화에 따른 영향이 지대하며， 

국내 시 장에서 큰 비 중을 점 하는 시멘트용파 우「리섬유용 시 장을 불과 몇 개의 업체 

가 정악히고 있기 때문에 다수의 굉산블은 겨우 40억원 정도의 시장을 놓고 경쟁한 

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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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광업활동분석 

제 1절 생산활동 분석 

1. 생산 방식 

대부분이 노천 채광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노화도， 부곡 및 광명광산만이 갱 

내채광 방식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노천식 인 경우 계단식으로 개발되고 있지만 일 

부는 화약을 사용하지 않고 파쇄대를 그대로 굴삭기 를 이 용해 쇄석 후 적재하는 방 

식을 쓰기도 한다. 

벤치고와 폭은 광산마다 차이가 나， 완도의 경 우는 7-10m의 벤치고에 폭은 10m 정 

도이고 노화도의 경우는 폭이 50m나 된다. 

갱내채광의 경우 완사갱을 개설한 후 크로스 갱도를 1O-20m 간격으로 개설하고 

주방식으로 후퇴하며 채광하고 있다. 노화도광산의 Ramp way 규격은 6m x 5m이 

며 2.2km에 달한다. 여기서는 7m3 LHD로 갱내에서 텀프트럭에 적재 한 후 Ramp 

way를 통해 갱외로 운반한 후 파쇄시 켜 스크런을 통해 입도별로 구분하고 이를 수 

선콘베아를 거치며 용도별로 분류를 시키 고 있다. 일반적으로 광산에서 파쇄과정을 

거치는 경우는 공정간에 큰 차이가 없이 죠크라샤로 파쇄하고 스크린을 통해 목적 

하는 입도로 분류해 출하되고 있다. 

분체의 경우는 이 렇게 조쇄된 1차 산품을 밀링작업을 통해 미 립화시 키는 일반적인 

비금속 광물 분체공정을 거쳐 분쇄 제품을 포장 판매하게 된 다. 

2. 주요 광산 현황 
간헐적인 조업을 하는 소규모 광산을 합할 경우 앞젤에서 본 바와 같이 매년 30 

여개소가 조업을 하고， 월평균으로는 약 22개소기 생산활동을 하고 있다. 이 들 광산 

에서 98년도 현재를 기준으로 할 떼 생산량 누계가 총생산량의 90%에 달하는 범위 

내의 광산은 모두 10 7~ 소이며， 시 멘트용을 제 외 할 경우는 8개소에 달한다. 비시멘트 

용의 경우 이들 광산플외에 1 ， 2711 소가 연도에 따라 90% 범위 내에 포함되기도 하지 

만 현재로서는 이 뜰 광산에 의해 국내 생산이 주도되고 있는 셈 이다. 각 광산별 현 

황은 다음과 같다. 이중 대현광산은 99년 중반부터 경영상의 이유로 가행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른 광산뜰도 재고처리 플량을 증가시키는 등 생산비 젤감올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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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납석광산의 연도별 생산추이 (단위 :톤)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대현 745 103.087 207 ,327 247 ,434 350,695 134 ,329 
시멘트용 

과。서 。 107,142 262 ,731 

완도 173 ,075 141. 625 159.007 183.697 200.863 172 ,649 184 ,211 159 ,613 

노화도 105 ,177 104 .997 108 ,999 91. 887 11 7,699 147 ,971 140,941 l애， 839 

배「 O nL 66 ,432 66 ,830 68 ,471 52 ,409 65 ,821 61 ,098 65.264 36,237 
초l깅L.j 「l 52 ,369 39 ,664 41. 747 52 ,419 51. 948 50,555 32 ,163 59 ,819 I 

비시벤트용 다도 0 0 0 0 0 0 0 16 ,300 

7ði'- 9,463 9,311 14 ,465 39 ,459 19 ,584 25,488 18,670 12 ,820 

삼원 o 0 0 0 3,640 10 ,400 13,000 10,900 
」I-o nl 7,650 12 ,350 9,500 6,600 9.300 13 ,500 12 ,000 7,500 

합계 414 ,166 
3764l2‘O7O 271 1 | 461O6Z6fmll89 4264?l 468J855 48l ,%l 4661249 

404 ,028 

총생산 시벤트용 100 100 I 100 I 100 I 100 100 
•••-j--

점유율(%) 비시벤트 72.3 7얀J_~~츠→L 90 .4 86.9 90.5 
"-----

1. 대현납석 

o 위치: 충북 단양군 영춘변 사지원산 67- 1 

0 등록번호: 31653( 영춘 26호 ) ， !l 6%8( 영춘 48호)， 66499(영춘 16호) 

o 광업권자: 길 창션 

o 광상: 광구 남북을 대상으로 분포하는 고방산통의 셰일 이 열변질작용을 받아 

형성 되 었으며 노두상으로 확인되는 광체의 분포 규모는 폭 100-200m, 연장 약400m 

정도이다. 광석은 담갈， 황갈 및 담저색을 띠고 부스러져 쪼개지는 경향을 보인 다. 

광진공에서는 노천채광이 가능한 구역만을 대상으로 할 때 추정 매장량은 4，875천 

톤이고 이 중 가채량은 3，4 10천톤으로 평가하고 있다. 

o 조업현황 80년대에 영춘공예사(등록번호 31653, 46958, 46959) 란 광산명으로 

조업을 하던 곳으로 1992년 10월에 광업권지가 변경되며 본격 화되어 93년 1월부터 

대현납석으로 광산명도 변경 되 었다. 현재의 등록번호는 94년 2월부터 지속되고 있 

고 영춘공예사에서 갖고 있던 46959번(영춘 38호) 광구는 1996년 소멸되었다. 93년 

부터 시멘트용으로 개발을 시 작해 현재에 이 르고 있는 곳으로 월 7-9인이 노천작업 

으로 생산히-고 있다. 한일과 쌍용에 납품하기도 했지만 주로 성신양회 에 고정적으 

로 납품하고 있다. 채광작업은 파쇄장 옆애 계단식으로 천공 넬파한 후 조쇄시켜 

- 45mm 크기로 션광해 출하하고 있다 생산시설은 월 4만톤이 냐 월 12，000-15，000톤 

플 생산히고 있다. 톤당 생산비는 직접 비 는 4，561원이나 물류비를 포함하면 6，3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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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이다. 그러나 99년 상반기에 경영상의 문제 때문에 휴광중에 있다. 

2.광성납석 

o 위치: 충북 단양군 영춘면 사지원산 3-2 

o 등록번호 59600 (영 춘 24 호)， ö1l 22( 영 춘 36호 ) ， 61333( 영 춘 13호) ， ö7306( 영 춘 

35호) 

o 광업권자: 광성납석 대표 김 영숙 

o 광상: 대현광산파 동일 

0 조업현황: 월평균 9- 10인이 노천작염을 하고 있으며， 시 멘트회사에 부원료용으 

로 판매 를 하고 있다. 본사는 제천에 있고 1997년부터 채광을 시작하였다. 현재 조 

업중인 곳은 산림훼손 허가가 난 영춘24호로 대현과 마찬가지로 선별채광을 한 후 

50mm under size로 조쇄해 출하시키고 있다. 주거래처인 쌍용양회에는 쌍용자원개 

발과 동오기업을 통해 공급하고， 현대시멘트는 대원을 통해 공급하고 있고， 한일시 

벤트는 직거래를 히 고 있다. 납품되 는 납석의 품질은 Ab03 22%로 보고되고 있다. 

시멘트 부원료로는 톤당 6，000-6，500원에 납품하고 기타 황토방 같은 곳에는 상차도 

기준 톤당 10，000원에 납품하고 있다. 동 광산에서는 월 18，000톤을 손익분기 규모 

로 보고 있고 채광작업은 잘 쪼개지는 성 질을 이용해 채광이 용이한 부분은 중장비 

로 직접 긁어 내고 경 암 부분만 현재 2.000톤 규모로 월 3회 발파를 한다. 영춘 25 

호 광구는 광진공에서 시추중이고 섬도는 대략 70m이다. 

3. 완도 

o 위치 : 전남 완도꾼 노화읍 구석 리 50 

o 등록번호 : 7901 ( 노화도 97,98) , 28593노화도 97) , 34042(노화도 89) , 34043(노화 

도 99) , 60203(노화도 107) 

o 광업권자: 이 화일 

o 광상: 응회임류가 열수변칠작용을 받아 생성된 광상으로 주로 괴상 응회 암내 

에 발달된다. 광체는 주로 엽납석 질이나 일부 도석질 광체가 있고 단층이나 열극대 

를 따라 닥카이트질 광체도 부존된다 본 광체는 인접한 노화광산으로 연정 빌-달되 

어 있으며， 현장에서는 광체 를 도석질， 크레이질 내화물용 빛 타일용으로 구분하고 

있다. 

o 조업현황: 노천 채광 방식 으로 75년부터 개발되고 있으며 주 작업장인 제 1현장 

에 5개소와 보조 작업장인 제3현장에 3711 소의 작엽개소가 있고 선광장에는 200톤씨 

의 파쇄시설이 있다. 생산된 제품은 계열사인 한국분체와 조선내화에 판매를 하지 

만 대부분을 수줍하고 있다. 수출은 성옥산업을 통해 일본 ， 대만 및 말레이시아에 

하고 있으며 일본과 말레이시아에는 GLASS FIBER용을 대만에는 타일용 품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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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하고 있다. 

4. 노화도 

o 위 치: 전남 완도군 노화읍 

o 등록번호:38148(노화도 98) , 272% (노화도 108) , 4:3477 (노화도 118) , 41522(노 

화도 129) 

o 광업권자: 김 항지 

() 굉상: 중생대 경상계의 응회암류 중에서도 주로 Ash flow tuff가 열수변질작 

용을 받아 생성되었다. 광체는 대체로 회 -담녹색 이지만 부분적으로 담홍 또는 담갈 

색을 보이고 납상의 광택을 갖는다 본광체는 응회암의 층리를 따라 층상으로 발달 

되나 단층， 열극등 구조선 부근에서는 고품위 광체 가 부존된다. 

o 조업 현황: 5군데 현장에서 탐광 및 개발을 하고 있으며 주 작업장은 1 및 5현 

장이 다. 제 1현장은 현재 - 70m 수준까지 1,OOOm 완사갱을 굴진하고 주방식으로 채 

광을 하며 제5현장은 노천과 갱내채광을 동시에 행하고 있다. 채광펀 광석은 hoper 

에 저장한 후 파쇄과정을 거치며 입도별로 분류되 며 입도가 큰 것은 수선과정을 거 

치며 용도별로 구분되고 임도가 작은 것은 분쇄시킨 후 타일용으로 판매한다. 생산 

량의 약h5%논 수출하고 있 다. 

5. 백암 

o 위 치 . 전남 해남군 황산면 

() 등록번호: 6882(우수영 57, 58, 67, 68), 46567 (우수영 57) , 48805(우수영 67) , 

7808 (우수영 67,68) 

o 광업권자: 문 일경 

() 광상: 광상은 역질응회암 및 회 질 응회암이 열수변질작용을 받아 생성된 층상 

또는 맥상 광상으로 2개 의 광화대 가 발달된다. 역질 응회암의 역 은 대부분 장석질 

이며 부끈에 화강암이 응회암을 관입하고 있다. 

0 조엽현황. 션별공을 포함하여 약 8인이 노천방식으로 생산하고 있다. 생산된 원 

석의 일부는 수출되고 있고 국내는 유니온과 진도광업등에 고정납품하고 있다. 진 

도광업에 납품되논 것은 품질이 떨 어 지는 것이지만 동사에서는 자체 보유 광산인 

도암납석산과 합쳐 분체물로 만든 후 이를 농약용으로 판매하고 있다. 

6.Jf고 ·기 ..., 

o 위 치: 잔남 해남군 황산면 

() 등록번호 h859 (우수영 58,68,h9,78,79) , 27975(우수영 68), 27976(우수영 68) , 

27977 ( 우 수 영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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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광업권자: 이 경일 

o 광상: 백암광상과 동일 

0 조업현황: 갱내와 갱외 채광방식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갱내에 23인， 갱외에 

10인이 조업하고 있으며 생산물 중 SK28이상되는 품질은 수출하고 있다. 나머지는 

한국분체에서 분체시켜 판매된다. 

7. 다도 

o 위치: 전납 나주군 다도면 

O 등록번 호: 29827(능주 85) , 41363C능주 84) 

o 광업권자: 황 기연 

O 광상: 전광구에 걸쳐 중생 대 백악기의 유문암질 응회암이 분포하고 있고 광상 

은 응회암중 ash flow tuff가 열수변질작용을 받아 생성되었다. 광체는 일반적으로 

회-담회색으로 도석질과 납석질로 구분되 며 고품위 광체는 구조선을 따라 형성되어 

있다. 동부와 서부의 2개 광체가 있으나 동부 광체는 유화철 함량이 높다. 

0 조업현황: 노천으로 선별 채광작업을 하며 광산에서 원광석을 7mm이하로 조 

쇄시킨 후 이 를 실수요자 및 중간상에게 판매하고 있다. 백색도， 내화도 및 철분함 

량에 따라 도자기용 타일용 화학용 및 내화물용으로 구분하여 출하된다. 판매되는 

비율은 도자기용(내화용) 20% , 타일용 60% 및 화학용(고무공장용) 20%이며 동서산 

업， 이화， 와이내화， 삼성산업(도자기) 등이 주 거래선이다. 채광비는 톤당 8,000 -

8 ，500원션이고 판매가는 상차도 기준 23 ，000원에서 25，000원이다. 

8. 경주 

o 위치 : 경북 경주군 산내면 

o 등록번호: 26981 (모량 107) 

o 광업권자: 김 봉환 

O 광상: 안산암절암이 광구 전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분포되며 응회암류가 협재 

하고 었다. 광상은 이 협재된 응회암류중 회질 응회암이 열수변질작용을 받아 생성 

된 것으로 층상 및 대상 분포를 보인다. 광체는 담회-회-황회색을 띠며 연질감을 

갖는 엽납석이 주이나 구조선 주변부에는 소량의 크레이질 광체도 부존된다. 

O 조업현황: 국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접근이 불편하며 노천방식으로 타일/내 

화용 품질을 생산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포크레인을 동원하여 긁어내린 광석 

은 10 - 15mm 크기로 조쇄시킨 다음 대 럼요엽등 주로 타일업체에 공급되고 있으 

나 품질은 좋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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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삼원 

o 위치: 경북 경주군 산내면 

o 등록번호: 65667 ( 모량 116) 

o 광업권자: 김 호근 

o 광상 경주납석 광상과 동일 

o 조업현황: 도로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 치하고 있어 조건은 좋다. 공업용으로 

판매하지 않고 건강관련 원석으로 판매하고 있다. 노천방식으로 채광되고 철분함량 

은 0.3%로 보고되어 있지만 Ge 함량이 높은 것으로 선전하며， 전국 목욕탕과 아파 

트 신축 현장에 톤당 6만원에 납품을 하고 있다. 

10 .도암 

o 위치 전남 진도군 군내면 

o 등록번호 : :J97ö7(우수영 138) 

o 광업권자: 진도광엽(주) 대표 이 한헌 

o 광상· 응회암류와 안산암류가 열수변질작용을 받아 생성된 것으로 전라도 

wlur의 타광상과 성인은 비 슷하다. 

o 조업현황: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채광작업을 히고 있으며 최 근에는 수요가 감 

소하여 채광작업은 적게하고， 재고처리 비중을 늘리고 있다. 품질 이 좋지 않기 때문 

에 자체 생산분과 일부 타광산( 백암 ) 구입품으로 주로 농약용 분체물을 제조 판 

매하고 있다. 

제 2 절. 생산비 추정 

납석광산은 대부분이 노천개발 방식으로 개발되 며 ， 주로 중장비 를 이용하고， 보조 

적으로 발파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 나 일부 광산에서는 계획적으로 갱내 

와 갱외채꿀을 시행하고 있는 등 광산에 따라 조엽양상에 차이기- 크다. 

광산에서 보고된 자료를 기준으로 하면 톤당 생산비는 상당히 넓은 범위에 걸쳐 

분포하고 있는데 이 는 최종 산품을 어디까지로 하느냐와 생산 조건이 상이하기 때 

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99년 7월에 보고된 자료를 정리하면 표 15와 같다. 

표에서 추정 직접 비 는 생 산월보 상에 기 재 된 인건비 화약류 경유 및 전력 사용량 

을 기 준으료 계산한 금액 이 고 보고 끔액은 광산에서 생산비 로 기재한 금액으로 추 

정 직 접비의 비중이 보고금액의 평균 27.8%에 불과하다. 일반적으로 생산원가는 직 

접비기- 60 -70%인 것 이 통례인 것에 비추어 볼 때 평균 27.8%는 감가상각비가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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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되어 있지 않은 것을 김안해도 너무 낮은 수준인데 이는 아마도 수송비 를 생산비 

에 포함시켰기 때문인 것 같다. 전체의 산술 평균치는 29，4 19원/톤이지 만 7월 생산 

량을 가중치로 한 평균 생산비는 톤당 14 ，71 9원 이 다. 이 중에서 시멘트용을 제외 할 

경우 평균 보고 생산비는 톤당 23 .674원으로 매우 높다. 한편 수송비 의 영향을 배제 

한 산원가를 이 기준에 맞춰 계 산하면 톤당 6， 1 50원에 불과해， 보고된 생산비 에 서 의 

수송비 비 중은 58%나 되는 것으로 추정 되 었다. 

표 15. 광산별 생산량 및 생산비 (원/톤) 

광산 생 산량 

1 650 

2 1,798 

3 800 

4 2,185 

니「 344 

6 1,500 

7 3,567 

8 50 

9 240 

10 10,920 

11 250 

12 25디 

13 25,944 

14 13,940 

평균 62,213 

120000 

100000 

800 0 0 
끄 

:<J 60000 
뀐 

40000 

20000 

o 
o 5000 

생 산비 추정직접 비/보고 원가(%) 

20,000 

17,800 

30,000 

15,000 

5,500 

11 ,852 

24,474 

100,000 

10,000 

25,600 

85,000 

40,000 

2,200 

24 ,438 

14,71 8.7 

생산비와 규모 

1 0000 1 5000 20000 

생 산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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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적인 납석 광산은 월간 13명이 조업해 1 ，900톤 생산규모의 것으로 이 는 월 

25일 작업 시 하루 76톤 규모에 불과하다. 갱내 채 광을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 

문에 노천방식으로 crawler drill 1 대와 굴삭기 휠 이용해 채광한 후 이를 15mm 크 

기로 조쇄하는 것으로 가정히→고 임금단가륜 광진공 기준에 따를 경우 직접 경 비는 

다음과 같다. 

항목 」 니}역 

인건비 

중기 운전기사 1 인 x 1.800천원 二 1 ，800천원 

트럭 운전기사 2인 x 1 ， 500천원 二 3 ，000천원 

수션공 5인 x 600천원 二 3 ，000천원 
1=1 셰스E 
τC -'11-6 

71-。킥 닙 
닙 -1, 

l 관리인 
합계 

2인 x 800천원 = 1 ，600천원 

3인 x 500 ~i 원 二 1 ，500천원 

1 인 x 2 ，000천원 = 2 ，000천원 

11 ，900천원 

유류비 1경유 2600리터 x 470원 二 1 ，222천원 

전력 비 니6 ，500kwh x 55원 = ~07.5천원 
흉략듭「→~굶둘→-----~--- • ----_._. __ ._------~~ ←기 

二~^뻔←과:딛센혼二 -_._~~------~~~~- ••• • 」
이와 같은 조건일 경우 톡당 생산비는 7，474원으로 앞에서 계산한 산원가 6，1 50원 

보다는 높게 평가되는데 아마도 이는 현실가에서는 가동공수에 따라 임금 차이가 

발생하나 기준가에 서는 이를 무시하는 인건비 차이가 크게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생산원가는 직접 u1 에 각종 간접경비가 추가되며 간접경비의 비중은 통상 

직접경비의 30-40% 수준으로 보면 됨으로 이 를 반영하면 평균적인 총생산원가는 

톤당 g，716원에서 10，464원으로 추정힐 수 있고， 여기에 수송비를 반영하면 18，285원 

애서 19 ，033원으로 평균하띤 대략 톤당 18，660원선이 된다. 

한편 ~~년 7월분 통계를 기준으로 할 때 평균 톤딩 판매 액은 22，285원으로 앞서 

구한 추정 생산비플 작용하면 대략 납석 l 톤딩 경상이익은 3，626원으로 조 이익률 

은 약 1~.3%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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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정책사항 

제 1절 중장기 수요전망 

납석은 시멘트용， 요업용， 유리섬유용， 기타용 및 수출용으로 수요처를 크게 구분 

할 수 있다. 이중 요업용이란 내화물， 타일 및 도기류 원료를 지칭하는 것 이며， 기 

타용은 이외의 수요인 충전재용을 의미한다. 용도별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수요 

전망은 이들 분야별로 행하여 합산하는 방식을 취했다. 

일반적으로 수요전망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흔히 비금속광물에 적용 

하는 방식은 회귀분석과 추세분석 방식이 다. 회귀분석의 경우는 설명 변수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고 이들간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만 하며， 추세분석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예상이 가능한 추세를 나타내는 경우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 

다. 최 근의 급격한 국내 경제활동의 변화는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한 대부분의 전 

망 방식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고 할 정도로 상궤를 벗어나 있고 앞으로의 산업활 

동도 과거의 행태와는 사뭇 다르게 전개될 가능성 이 크기 때문에 특히 비금속류의 

전망은 단기전망을 하는 것 이 비교적 유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 

1. 시멘트용 

시멘트용의 경우 근래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지만 납석 이외의 광물로 대체가 

용이하기 때문에 향후의 수요를 예측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현재 

생산되 고 있는 광산을 중심으로 수송거리가 짧은 범위내에 위치하는 시벤트 공장을 

잠재력 있는 수요자로 가정하고 이 들 공장의 설 비 능력과 생산추이등을 감안하여 예 

상해 보았다. 

시멘트용 납석을 생산해 공급하고 있는 광산인 대현과 광성납석은 충북 단양군 영 

춘면에 위치하고 인근에는 현대시벤트 매포공장， 한일시멘트 매포공장， 성신양회 제 

천공장， 아세아 제천공장 및 쌍용시멘트 쌍용공장이 있다. 현재 납석을 사용하고 있 

는 시 벤트회사들은 현대 ， 한일， 쌍용 및 성신으로 인근의 시멘트 회사들은 이미 많 

건 적건 납석을 부원료로 사용하고 있다. 

시멘트는 CaO. SiOz. Ab03. Fe20 3. MgO등 제성분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주원료로 
석회석을 사용하고 나머지 성분을 맞추기 위해 다양한 부원료를 흔입하고 있다. 통 

상적으로 CaO 성분이 75-90%이 고 타성분을 맞추기 위 해 실리카-알미 나-철분 함량 
이 높은 암석을 선택하는데， 철분 성분을 맞추기 위해 칠광석은 물론 스래그등을 

사용하고， 알미 나성분을 위해서는 이외에 세일을 넣기도 한다. 납석은 알미나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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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카 성분을 주성분으로 하기 때문에 

충족시킬 수 있는 정-점이 있다 

이 를 사용할 경우 경제적 으로 필요한 

표 16. 공장별 시 멘트 생 산능력 및 부원료 사용 현황 

즙L 근} 2.. o 0 프 

생산량 L닝Lλ 「{ 규석 철광석 
공장명 새。샤 니느 O 원 「

97 98 97 98 97 98 97 98 
t-

현대시멘트 단양공장 2,890,800 2,935,260 1,832,796 59,067 28,500 960 44,555 44,018 

힌일시멘트 단양공장 6,748,850 6.441.18.'5 4,757,449 42.1] 7 58.361 

성신양회 단양공장 10,402,500 6，869 ，7&~ 5,922,966 323,199 131,498 

아세아 재천공장 3,07] ,900 3,482,52S 2,586,570 6,429 3,961 133,230 70,764 

쌍용 1.1 애F 영 월 공장 2,971,100 1 3,265,843 1 2 애955재1없4{ η l4 47Z α4F 0 52 14S,304 
r---

계 26,685 ,1 50 122.994.581 117.9 394,230 34.929 ! 4,921 177,785 114,782 
~→ 

~←--~-~ 

클링커 제조시 통상적으로 투입원료의 최대 15%까지 부원료를 사용할 수 있다. 표 

에서와 같이 볍정광물로서 부원료로 사용될 수 있는 양은 최대 350만톤 수준이 지 만 

~8년도 사용량은 고작 51만톤으로 가용량의 14.5%에 불과해 나머 지 85.5%는 이들 

이외의 다양한 부원료가 사용되고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회사별로는 쌍용 공장이 약5%대를 사용하고 현대 3% , 한일 1% , 성신 296대로 전 

체 평균은 약 2.6% 정도에 볼과하다. 한편 납석을 사용하는 회사들의 평균 납석 사 

용량은 97년 에 2.3%이었으나 ~8년 에 는 2.56%로 상승하여 납석사용이 보편화되는 

추이 블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여 기 존 납석 사용 회사들의 사용율이 

띠1 년 0.1 % 포인트씌 늪어 나고 시 멘트 설비의 가동율은 금넌도 80% 수준에서 매년 

1.5%씩 회 복된다고 보았을 때 시 맨프 부원료로 사용되는 납석 의 양은 9~년도 480 

천톤， 2000년 510천톤， 2001 년 540천돈이 될 것 으로 예상된다. ~~년도 수준은 98년 

보다 약8만톤 가량 증가해 ~7년도 수준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2. 요업용 

요업용으로는 내화물， 타일 ， 도자기 및 위 생도기 제조 원료를 들 수 있다. 

이뜰 제품을 제조할 때 사용되늑 원료의 배합은 회사마다 상이하기 때문애 일정 한 

비 율을 작용하기 어 려 워 여기서는 제 2절 시장규모에 서 분류한 물량을 기준으로 평 

균 사용량을 구해 적용하였다. 이 때 기타로 분듀된 물량의 대부분이 내화물， 타일 

및 위생도가 제조 원료로 2:/1:1 의 비 율로 사용원 것으로 가정하여 분류한 후 합산해 

소띠 푼량을 구하고 세품도 원료와 마찬가지 로 생 산량을 2개 년 평균치를 취 해 원단 

위륜 구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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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종류별 납석 사용 원단위 

구분 타일 

원단위 l.58톤/천mι 

1) 타일 및 위생도기용 

위생도기 

5.676톤/천 개 

내화물 

40.6 

연도별 타일류와 위생도기 생산 추이는 표와 같이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다 IMF 

관리체계로 바뀌며 급속하게 생산량이 감소하였다 이 들의 수요는 건축경기와 직결 

되기 때문에 양자간의 상관도를 분석 하고 이 를 토대로 향후의 수요를 예측해 보았 

다. 

표 18. 연도별 관련 지표통계 

연도 
타일 위생도기 GDP(조원， 신규주택수 건축허가 

(천m2) ( 개) 95 71 준기격) (천호) 면적 

1985 24,644 1,633,933 164.5 227 38,217 

1986 29,371 1,850,883 183.1 288 43 ,543 

1987 34,963 1,908,037 203.9 244 47 ,982 

1988 37,552 1,833,271 226.4 317 60.796 

1989 40 ,942 2,235,848 241 462 88,615 

1990 44 ,537 2,539,040 263 .4 750 116,419 

1991 49 ,591 2,572,477 287.7 613 105,184 

1992 51,344 3,190,507 303.4 575 94,647 

1993 50,113 3,879,447 320 695 117,790 

1994 60,938 4,464,621 346.4 623 116,221 

1995 60.860 4,534,273 377.3 619 117,327 

1996 59,538 4,054 ,708 402.8 592 113,820 

1997 60,375 4,425,324 423 596 113,374 

1998 37,011 3,316,148 398.3 306 50,965 
자료: 통계청 및 도자기타일공업협동조합 

O 위생도기 

상기 표에서와 같이 위생도기 생산량은 90년대 초부터 생산설비를 확장해 향후의 

호경기에 대비했지만IMF 관리체제에 들어서며 급감되며 재고물량이 근 20%에 달 

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다. 위생도기의 수요는 대부분 내수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경기와 멸접한 관계 를 갖고 있어 위생도기 생산량은 도자기타일협동조 

합에서 취합한 자료와 신규주택 건설호수 및 전체 건축수효를 원시자료로 히여 이 

들간의 회귀모형식을 만들어 추정하였다. 향후의 신규건설에 관한 추정은 97년도에 

발표한 건교부 자료를 기준으로 현실을 감안해 추정하였고 전체 공급호수는 신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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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의 709“만 추가되는 것으로 가정했다. 

85 - 98 기간을 대상으로 한 추정식은 
ln( 위 생도기 -5.75501 + 1.35837xln(총공급호수) + 0.243635 x ln( 신규공급호수) 

결정계수 = 0.94 
로 이를 이용해 얻어 진 결과를 기준으로 최근의 수급오차를 감안해 수정 추정한 

2005년까지 위생도기 생산 전망은 다음 표와 같다. 

신규주택(천호) 

총주택(천호) 

위생도기(천 개) 

수정치(천개) 
뉴---

납석소요량(톤)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O 

1999 2000 

400 440 

11147 11455 

4290 4550 

3520 4050 

20,000 I 27,200 

2001 2002 2003 2004 

480 510 510 500 490 

11791 12148 12505 12855 

4840 5110 5320 5490 5660 

4360 4600 4800 5050 5360 

24 ,700 26,000 27,200 28,600 30,400 

위생도기 생산전맘 

-&-수정치 

~계산치 

o ~ 0J σ -<:r 다C.D 1'-- co m 0 0J σ) ..q- LD c.DI'-- COmζ〕← \lσ ..q- LD 
co co co co co co co co co co m m m m m m m m m m 0 ζ) 0 0 0 0 

o 
N 

위생도기에 사용되는 납석의 양은 구해진 위생도기의 전망치 에 앞서 구한 원단위 

를 적용해 구했으며 연간 2만톤 수준에서 3만톤 수준으로 약간 증가될 것으로 예측 

된다. 

o 타일류 

타일류의 소비도 신규건축과 밀 집한 관계플 지 니 고 있다. 타일의 경우 종류에 따 

라 납석 사용 비중은 차이가 커서 내 장타일에 21.3%로 가장 많이 소요되 고 바닥타 

일 에 는 5% 밖에 사용이 안되 고 있다 반면에 모자이크등 기타 타일의 경우는 
17. 2%나 사용되어 타일 전체로는 평균 15.7%7} 사용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타일의 생산량을 전망하기 위해 대힌 위생도기와 마찬가지로 도자기타일공업 협 

동조합의 자료와 깐교부의 건축물 통계를 기준으로 양자간의 관계를 분석한 후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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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모형을 만들어 계산한 후 이 를 실적치와 비교 수정해 최종 전망치를 구한 후 원 

단위를 적용해 사용되는 납석의 양을 구했다. 타일용으로는 약 67000톤에서 88,000 

톤이 사용되어 연평균 4.7%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었다. 

표 19. 타일용 납석 수요 전망 

타일(천m2) 

수정치(천m2) 

납석소요량(톤) 

7CJ:fJJ 

ffJ:fJJ 

rn:m 

4CCXX) 

n:m 

arm 
1αm 

O 

1999 2000 

49,930 52,903 

42,300 44 ,800 

66,800 70,700 

2001 2002 2003 2004 2005 

55,899 58,405 49,369 59,774 60,128 

50,800 53,100 54,000 55,200 55,600 

80,200 84,000 85,000 87,000 87,800 

타일생산전망 

85 86 87 없 89 00 91 92 93 94 95 00 97 98 00 trrJJ 01 02 æ 여 05 

ln C타일) = 2.880816 + 0.565579 lnC총주택수) + 0.445128 lnC 신규주택) 

R2二0.84 0끼I\1 = l.55 

3) 식기 및 노벨티 

식기의 생산량은 90년도 이 후 급감하여 연낀 약 천만Dozen 수준을 유지하고 노 

벨티는 96년도에 22 ，000Düzen을 생산하고 그후로는 생산량이 없디 - 식기의 경우 저 

가품의 경우 중국산에 밀리기 때문에 앞으로는 품질 고급화로 활로를 찾을 수 밖에 

없는 입장이므로 향후의 생산 규모도 현 수준을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오히 

려 소지의 고급화를 택할 경우 소지에 사용되는 납석의 비중은 더 낮아질 가능성 또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식기에 소요되는 납석의 소요량은 식기 düzen당 평균 l.6% 

의 납석이 함유되어 있고 무게는 3.9kg으로 조사된 자료를 작용한 결과 띤깐 600톤 

수준이 고작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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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내화벽돌용 

납석은 점토질 및 고알루미 나질 내화벽돌 원료로 주로 사용되 고 이외에도 내화 

몰탈 원료를 비롯해 내화갑등 다양한 제품에 소량씩 사용되 고 있다. 점토질 내화 

벽돌이 란 일반적 으로 SK34 이 하의 것을 말하고 고알루미나질은 SK35 - SK38까지 

를 의 미 한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 와같이 높은 내화도를 지 년 납석원광을 구하기 

힘플어 고알루미나질의 경우는 고령토 샤모트나 홍주석 또는 다이아스퍼등을 사용 

하고 있다. 이 에 따라 점토질에는 납석 이 약60% 정도 사용되지만 고알루미나질은 

극히 일부에 그치 고 내화 몰탈에는 15% 정도가 사용되고 있다. 

점토칠 벽돌의 생산능력은 97년도에 1 49，300톤 이었으나 98년도에는 82，400톤으로 

대폭 축소가 되 었고， 가동율도 97년에 는 74 . 1%로 엽계 전체 평균 가동율인 78.9%에 

근접했으나 98년도에는 50.4%로 감소하여 업계 평균치인 63 .3%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으로 후퇴 하였다. 내화물 주요 제품의 생산능력은 정형 내화물은 감소하고 부 

정형은 증가하는 추이 를 보이고 있고， 정형 내화물에서도 고염기성 벽돌류는 증가 

하고 점토질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앞으로 납석 을 주로 사용하는 점토질 정형 내 

화벽돌의 수요는 증가될 가능성 이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수요기 회복되 어 

가동율이 99년도에 70% 수준으로 97년도 수준으로 회복되 고 그후도 점차 가동율이 

높아져 90% 수준까지 상승하지만 점토질 벽돌의 수요 감소 때문에 생산능력은 연 

평균 5%씩 감소한다고 가정하면 점토질 내화벽돌의 생산량은 연간 55，000톤에서 

57，000톤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내화물에서 점토질의 경우 납석이 원료의 60% 정도 사용되 나， 부정형을 비 롯 다양 

한 제품에도 일부 사용되 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업계에서 당해연도에 사용했다고 

보고한 물량을 기준으로 점토칠 내화벽돌 생산시의 원단위를 구해 이 를 평균한 결 

과를 원단위 로 적용하는 방식을 택 하였다. 그 결과 내화물용으로 사용되는 납석의 

양은 약 8만톤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 이 큰 것으로 추정 되 었다. 

2000 때l 냐센 2003 

f--2~~~66 70,648 63,760 

+ __ 75 80 85 90 

;)5,800 56,520 57,000 57,400 

80,000 81 ,000 81,000 82,000 
~-

3. 분체용 

분체용에논 각종 충전재와 유리섬유용등이 포함된다. 현실적으로 유리 섬 유는 제 

조능력의 규모에 우산 규제받고 다음이 시 장여건에 따른 가동율 변화에 영향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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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므로 유리 섬유용 수요는 사실상 거의 일 정 하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 이다. 기타 충 

전재가 주로 사용되는 분야는 고무나 플라스틱 류 및 농약용인데 농약용은 액 비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현수준 유지가 최 대 일 가능성 이 높고， 이외 분야에의 사용량 

은 추정된 바가 없으나 96- 98 기간의 평균치 로 추정한 양이 1 ，100톤 수준에 불과 

할 정 도로 규모가 작다. 

이상을 감안할 때 단기 적으로는 분체용 수요가 유리 섬유용 100 ，000톤에 기타용 l 

만톤으로 도합 11만톤 수준을 유지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수출용 

일본과 대만을 제외할 경우 말레이시아， 인도네시 아， 스리 랑카와 같은 동남아 국 

가가 수출 대상국이 었으나 이 지 역 역시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제 위기 때문에 수요 

가 위축되어 당분간 회복세를 기대하기는 힘 들 것 같다. 이외에 홍콩 및 일부 유럽 

국가에도 수출한 실적을 있지 만 극히 미미하고 지 속성 이 없어， 납석의 수출물량은 

일본과 대만시장의 변화에 직결되어 있는 셈이다. 따라서 향후의 수출물량을 전망 

함에 있어 국가별 수출물량을 용도별로 추정 분류한 후 용도별로 향후 성장 가능성 

을 감안해 단기 전망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일본으로의 수출은 내화물용은 감소하고 유리섬유용이 증가되는 경향을 보이며 타 

일용은 거의 없다 대만도 내화물용은 감소했지만 타일용 수요가 주종을 이 루고 있 

고 유리섬유용은 없다. 업체별로는 완도광산산으로 대만에 수출되는 물량은 모두 

타일용으로 보면 되 고 일본 수출량은 유리섬유용이 60% , 내화물용이 40% 정도로 

추정된다. 

연도 구분 노화도 완도 기타 

qt:] 효 '--ε 69,900 51,452 
1994 

대만 10,200 32,319 56,281 

1995 
인= 보 '-- 42,090 34,211 52,744 

대만 35,959 71 ,741 

1996 
q1:]: 보 L츠- 79 ,195 42,263 l.249 

대만 48,550 38,208 

1997 
일본 46,950 66,950 

대만 24,600 46,310 
일본 27,900 72,940 510 

1998 
대만 13,000 37,700 

일본의 납석 수요량은 연간 약 70만톤 정도이고 일본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과거 

에는 내화물용이 주류를 이 루었으나 이제는 유리섬유용 및 도자기용이 주류를 이 루 

고 있다. 일본은 연간 50만톤 가량을 생산하고 니-머지 는 중국과 한국에서 수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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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뜰을 배합해 펼요로 하는 품질 이 되도록 하고 있다. 중국산 보다는 한국산이 지 

리적으로 가까워 성인변에서 유사하기 때문에 자국산과의 배합시 유리하여 한국산 

을 더 선호하고 있다. 이라한 점에 서 본다면 일본으로의 수출물량은 큰 기복이 없 

이 최소 12만톤은 유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만을 비 롯한 동남아권은 건설경기 가 언제 회복되느냐가 관건이 되겠지만 금년 

도부터 금융위기 로 촉발된 경제위축 현상도 완화가 가시화되 고 있어 99년도에 는 8 

만톤 수준까지의 회 복을 기대하고 있지만 앞으로 2-3년간은 8-9만톤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 상을 종합하면 수출용 수요는 20만톤에 서 22만톤 수준이 될 것 

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납석 전체의 총수요는 완만한 증기세룹 보이나， 내수용의 경우 시멘 

트용을 제외하고는 타일과 위생도기를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정도의 증가는 기대하 

기 힘들다. 시멘트용을 제외한 품칠을 기준으로 한 수출 비 중은 약 42% 수준을 유 

지 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1. 납석 용도별 수요전망 (단위: 천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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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공급 가능성 

국내 납석 부존량은 풍부한 것으로 발표되어 있으나， 시장규모가 가장 큰 유리 

섬유용에 적합한 품질의 광상은 신규확보가 되지 않아 정체성을 보이고 있다. 매징

량의 대부분을 점하는 저품위 광은 본원적으로 모암에 함유되어 있는 황철광 때문 

에 철분의 함량이 높은 취약성을 지니고 있다. 현재의 수요 형태를 감안할 경우 매 

장량 고갈과 같은 사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지만 유리섬유용 원광석 확 

보를 위한 탐사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유리섬유용을 비롯한 고품위광의 수요량이 타일소지용등 

범용 품질의 원료보다 더 많고 경기가 회복되면 전망치보다 더 큰 폭의 수요가 발 

생할 가능성이 높지만， 현재까지 조사된 결과로는 기존 노화도광상을 제외하고는 

발견된 바가 없어 새로운 광상모형 가설을 설정하고 광역구조분석을 함께 하는 조 

사를 통해 선규 광상 발견 가능성을 검토해 볼 가치는 있다고 판단된다. 

광진공에서 종합한 자료를 기초로 유리섬유용 납석을 생산하고 있는 3개 광산의 

매장량을 합하면 전체 매장량의 약 27.9%인 33 ，088천톤이나 되어 매우 풍부한 것으 

로 판단할 수 있으나， 평가조서에 의한 광량은 약 1천만톤으로 축소되고， 심부화 및 

부광대 비율등을 고려하면 실제로 유리섬유용으로 공급이 가능한 양은 기백만톤에 

불과할 가능성이 크다. 공급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기초자료가 동일한 

기관에서 작성한 것도 목적에 따라 상이한 통계를 수록하고 있어 선뢰도를 높히 기 

위해 기존의 매장량 총괄표에 기재된 광산에 대해서는 심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현 

실에 맞도록 수정할 펼요가 있을 것이다. 

표 23은 매장량 평가된 광산의 매장량과 생산량 추이를 함께 표시한 것으로 상당 

수의 광산은 매장량 조사는 되어 있으나 생산활동이 전연 없고 일부는 생산은 하고 

있으나 매장량 조사는 공식적으로 되어 있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품위별로 보면 

고품위 광산들 특히 내화도가 27이상인 광산틀이 생산활동의 주축을 이루고 있으 

며， 저품위 광산들은 개발을 하지 않았거나 이미 생산활동을 중단하고 있었다. 한편 

내화도가 30이상인 광상임에도 개발되지 않고 있는 곳은 황철광과 같은 불순물이 

많이 산포상으로 배태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표 22. 내화도별 매장량 및 연도별 생산량 (단위: 톤) 

내화도 매장량(천톤) 1995 1996 1997 1998 

24이하 13,1 42.8 17,256 175 160 30 
26 17,202.7 0 2,370 2,900 16,300 

27 -28 58,266.1 481,910 467,160 475 ,465 369,614 
29 - 30 15,026 .4 43 ,927 45.176 27.787 18,132 
31 이상 8,758.8 0 0 0 0 

딩t를i r 각{3 6,404.2 216,527 230,934 362,695 141 ,829 

합 계 118,80l.0 759,tì20 745,815 869,007 54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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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추이 

굉산명 소재;.:] 
새。 산 량 ( 톤) 

프〕ε끼。1 I ( 전 톤) 1994 1995 1996 1997 1998 

서。 L Uι서 --, j 충북 단양 영춘 0 0 0 107142 262731 

도 전남 완도 노화 183697 200863 172649 184211 159613 

현납석 충북 단양 영춘 l 붙명 4875 1030R7 207327 217434 350695 134329 

경-노화도 전남 완도 노화 28 I 4228.3 91887 117699 147971 140941 100839 
그1 전님 해남 황산 28 10931.4 52--119 51948 50555 32163 59819 
「

암 잔남 해남 황산 28 6620.3 52--109 65821 61098 65264 36237 

도 선남 나주 다도 26 4603.2 0 0 0 0 16300 
7Z-L 닝L서 -, 깅욱 깅주 산니} 29 2fì51.4 39--159 19584 2잉88 18670 12820 

원 경북 경주 산내 0 쩌40 10400 13000 10900 
。nLL티Lλ 기4 선남 진도 군내 둥 lJ π「δ4 818.2 6600 9200 13500 1 20C애 7500 
해나닙서 -, 경남 마산 중앙 0 0 5054 i 18700 7씨7 

전남 해남 현산 28 9371‘8 17980 22445 20594 9490 4496 
。D= \닝↓λ -14 겨。나n n El 야。 ii! 28 2147 8717 8--151 7541 5558 4261 

배산 부산 강서 지사 18553 12116 3980 0 4200 

쓸 전남 진도 조도 30 3074 2370 2610 2850 2890 2780 

앙 정북 칭도 매전 28 305.1 5725 7273 1620 0 2720 

화납석 강윈 태백 통 2890 2'210 2990 2790 2410 
포-7.] 도 전남 신안 χl 도 3705 2780 2860 2250 

경북 갱도 매전 3050 1800 2750 2030 1750 
경북 경주 산내 29 35. 1 510 106fì 2770 3580 1700 

덕납석 부산 강서 천가 0 0 0 1600 
해닥봉 경남 김해 한링 28 242 5843 5012 7368 1129 
안납석 전남 산안 임자 0 0 0 400 1000 
L디} 경북 경주 내남 1930 1210 890 1350 950 
LDL 거。속닝 처 。 A。二 T8 나D→ 29 l.J88.2 477fìO 20067 14008 3707 832 

성 경북 청도 금전 1289 0 0 2327 830 
흥세라믹 경기 김포 통진 0 657 1093 2060 758 
←亡L나>，서 「 전남 신안 임자 620 600 600 I 550 600 
용 정님 양산 원동 28 5fì6.9 0 0 470 500 
춘공예광산 충북 단양 가곡 780 831 865 858 367 
igI 치O 속 '" 동 。7.ι1 속 H 0 0 0 0 50 
국사낚석 묻 a-~} .~ε T ; Z T t二 η>J 2:) 8853.6 28919 1710fì 0 160 30 
λ「{ L ljLA4 1 선님 화순 이양 26 1489.5 0 0 2370 2900 0 
텀-7- L }Ll/ •Jl 전남 화순 낚 390 740 557 643 0 
연 상 Lf π1양 ? 14 890 583 1050 0 0 
국닌석 거。 나 u 토 。 여 。 요 。니 !, | 1 0 0 700 0 0 
51>•- 죠J 7] il ￥판l 칸 • L 0 0 34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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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명 소재7] 품위 
매 장량 산 량 ( 톤) 

(천톤) 1994 1995 1996 1997 1998 

월평납석 전남 영암 신북 23 232.6 583 8~ 1050 0 0 

신홍 경기 김포 월곳 0 0 700 0 0 

사n 주 o 과 。 며 전남 완도 노화 27 2326.7 0 0 340 0 0 

영춘납석 충북 단양 영춘 150 45 175 0 0 

옥매 전남 해남 황산 70 0 78 0 0 

국보 약산 전남 완도 약산 23 163.6 1133 0 40 0 0 

강남-김해 경남 김해 한힘 1600 0 0 0 0 

삼진납석 강원 영월 서 1411 3920 0 0 0 

쳐。 4 。: 경북 청송 부통 16 53 578 744 0 0 0 

일평 전남 해남 현산 17 1242 ]5 245 0 0 0 

이화 전남 보성 회전 20 157 0 17200 0 0 0 

복내 장 전남 화순 이양 20 2310 0 4000 0 0 0 

~‘ .'.ë 전남 완도 노화 20 % 0 318 0 0 0 

대 덕 전남 장홍 대 덕 24 35 

태룡 경난 밀양 단장 26 51 

북띤 경남 장원 북 26 230.5 

광도 견남 통영 광도 26 273 

숭진 겨나 u1 야。 사 D 라 。지 26 l 411.2 

개도 전남 여주 화정 26 2229.3 

태웅 경북 경주 산내 26 3175 

숙신 전남 진도 군내 26 4740 

해남 전남 해남 계곡 27 ]81.2 

한산 경남 통영 한산 27 1672 

신옥 전남 영 암 서옥 28 205.9 

장산 전남 신안 장산 28 1539.3 

정관 경남 양산 응상 29 2070 

7ð 격 '" 켜U 속 H 겨 。'T- 7J도 。 29 22~ 

옥매산 전남 해남 문곡 30 41.7 

용천산 경남 양산 응상 30 1876 

한송 전남 진도 조도 31 265 

죽장 거。속닙 t 고하。 속 ~^J 31 4381 

천불산 경남 양산 응상 32 4085.8 

평일 전남 완도 금일 33 'l7 

人nLi。l 경남 양산 원동 불명 24 

녹진 전남 진도 군내 호 '" ，경꺼 687 

합계 L•---• c• 1880 1.0_l• 7→0←7951 」7899얘 ←~← 780062 --G.• 994-j -O-OT」1•• 843% 71 」1

주· 생산 표시가 없는 것은 개발을 하지 않은 광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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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정책 제안 

납석이 지니고 있는 취약점은 새 로운 용도개발을 위 한 노력 이 전연 없었기 때문 

에 수요 패턴의 변화로 인한 시장 축소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 다. 국 

내 납석광 개발은 중화학공엮의 육성에 따른 내화제품의 수요증가에 힘 입어 상장했 

으나 내화물 수요의 변화로 주력 수요부문이 위 축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 고 있다. 

시 멘트용으로 일부 사용되고 있지만 이는 지역적인 제약성과 보편성 결여 때문에 

납석업계 전체와는 무관하다. 또한 시장규모가 큰 유리섬유용의 경우도 3개 업체가 

독점 하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업체의 판로 확대와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시장확 

대를 위해서는 납석의 새로운 활용방안이 펼요하며 이는 납석의 품질을 제고시키는 

분야와 신상품화 시키는 방안의 두가지로 귀결된다. 이 를 통해 고품위 광을 개발하 

고 남은 저품위광의 활용도도 찾을 수 있어 광산등증도 안정적인 조업 이 가능해진다. 

1. 납석 품질 제고 

납석의 품질을 제고시키는 방법으쿄는 불순물을 제거시커는 방안과 고품위 흔 

합방안의 두가지가 있을 수 있다. 불순물 서1 거를 위해 그똥안 많은 연구가 철분제 

거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시행되었지민 아적 뚜렷한 방안이 제 시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2차 처리에 드는 비 용을 감안할 때 최종 산품의 가격은 상당히 고가언 제품이 

되 어 야 한다는 제약성 때문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납석의 품짐이 저하된 큰 원 

인은 원굉-석에 미세한 크기의 황철광이 산포 배태되어 있다는 점과 알미니-와 실리 

카의 성분비가 유리섬유용에서 펄요토 하는 성분비 에 크게 못미친다는 점 이다. 따 

리서 인위적으로 고품질의 납석 이나 알미나 성분이 높고 설리카 성분이 낮은 광물 

을 투입해 조성비를 조절해 고가의 제품으료 만드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처리를 하려면 많은 장비 를 요하지만 영세한 광산으로는 투자여력이 없는만 

큼 처리를 담당하는 전문염체의 존재 가 펼수적 이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입증되어 

사엽성이 었다고 판단되면 투자논 쉽게 이 루어 질 수 있어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본 

다. 현재 형성 되어 있는 가격을 기준으로 채굉 원석 비 를 3만원 판매가를 6만원， 최 

종물 가격을 14만원， 분체원가를 8만원으로 기정하면 수율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품 

위광 처리비용은 톤당 최대 3만원 이하가 되어야 원석상태로 판미l 하는 것보다 경 제 

작 이 된 다. 

2. 선제룹 개빌 

위생도기는 그동안 깨끗하게 보이 는 것블 강조하여 벡색이어야 한다는 고정관념 

하에서 상대적으로 고품짐 의 첼분 함링:이 낮은 납석을 원료료 사용해 왔다. 최 근에 

다
 써 



는 색조 위생도기가 유행하는 추세로 ， 제품의 다양성이 오히려 소비자를 자극하는 

시대로 변했다. 이와 같이 하나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띤 새로운 상품으로의 변신 

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그동안의 연구가 백색도 향상에 집중되었다면 앞으로의 연 

구는 저품위 광을 원료로 얼마나 상품성 있는 제품을 만드느냐로 전환될 펼요가 있 

음을 의미한다. 즉 철분에 의해 색조를 가질 수 밖에 없다면 이를 바탕으로 어떠한 

색조 원료를 배합하띤 상품가치가 향상될 수 있는지 와 같은 분야의 연구를 하여 다 

양한 분야에의 응용이 기-능하도록 기 술개발이 추진될 펼요가 있다. 

3. 소지 공급의 표준화 

대부분의 요업제품이 그렇듯이 요업제품을 만들기 위 해서는 원광석을 파분쇄하 

고 혼합해 각자의 공정 에 맞는 원료의 조합체인 소지 제조 과정이 필요하며 이러한 

과정은 개별 공장들이 각자 해결해 왔다. 이에 따라 막대 한 시설비와 공장건설에 

필요한 토지확보 및 소지 저장 시 설 등 투자비의 중복으로 인해 제품의 정쟁력 약 

화가 초래되 는 등 국가적으로 손실 이 컸다. 이러한 손실을 막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원료의 파분쇄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겁하고 나아가 고령토， 장석등 각종 요업원료 

를 혼합해 품질관리 를 통해 표준화된 소지 군을 제공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 

다. 과거 동력자원부 시 절에 이와 유사한 소지공장 설립안이 추진되다 무산된 경우 

가 있었지만 이제는 경쟁력 확보를 위 해 서라도 제품회사와 원료공급 회사가 공동으 

로 합작하여 이러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본 

다. 

4. 용도탤 공급가능성 평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납석은 용도가 한정되어 있고 타 광종과의 대체가 가능한 

분야도 많이 있기 때문에 수요에 부응한 용도별 공급능력의 경쟁력 제고가 없으면 

사양화 추세 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 나 여지까지의 자원조사는 단 

순히 지 질학적 인 측띤에서 공급 기-능성만을 제시하는데 그치고 수요측면에서의 접 

끈이 없었기 때문에 종합적인 활용을 위한 접근이 불가능했다. 따라서 시멘트용의 

경우는 거리에 따른 수요처의 제약성을 고려해 매장량을 평가하고 기타용은 품질에 

따라 등급화를 시 도해 힘-복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다양한 정책 및 

산업용 수요를 충족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5 . 환경규제의 현실화 

o 복구비 예치 

35, OOOm2 산럼훼손시 보증보힘 약8억원 예치토록 되어 있으나 금액 이 3억원 이 

상일 경우 보증보험애 서 3억원 이 상의 담보물과 보증인을 요구하고 있으며 ， 채굉-후 

의 형태변화도 예측하여 이 에 대 한 복구비도 예치하도록 점차 강화되고 있다. 시멘 

트용일 경 우 연간 시장규모기 불파 1 9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이익은 연간 3-4억원 

- 56 -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규모가 작아 개별 업체들로서는 복구비 예치에 드는 경 비 규 

모는 부담이 가는 금액이다. 

따라서 이러한 업 계 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환경복구에 소요되는 금액에 대해 일부 

보조를 하거나 저리융자를 해주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o 개발지 복구제도 

산럼볍 65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 88조 3항에 따라 광산 개발에 따른 훼손지에 

대해서는 원상복구토록 하고 있으나 개발지 복구의 원칙에서 원형 복구원칙을 경직 

되게 적용하여 복구가 불가능한 곳도 원상복구토록 요구되고 있고， 상부개발사 토 

사유출과 운반도로 건설로 하부지역의 산림이 훼손될 경우 개발예정 지역임에도 불 

구하고 임시로 복구시키고 재훼손할 수 밖에 없어 경 비 및 시간적 손실이 발생한 

다. 따라서 개발 후 훼손지역에 대한 복구원칙에는 충실하되 현설여건에 맞춰 원칙 

과 실리가 조화를 이 룰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제조개선이 펼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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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종합 

납석은 국내 일반광 생산액의 2.5%를 점하며， 시멘트와 내화물산업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일반광 생산액 순위 5위 광종이다. 비교적 국내 부존량이 풍 

부하여 극히 일부 품질을 제외하고는 전량 국내산으로 공급이 기→능하고 특히 생산 

량의 30% 이상을 해외에 수출하는 해 외의존적인 광종이다. 

80년대만 해도 내화물산업의 호조로 많은 수의 광산이 가행을 하였었지만 국내 

내화물업계의 수요구조 변화로 납석이 주로 사용되는 점토질 내화벽돌의 수요는 갈 

수록 감소됨에 따라 국내 가행광산 수도 이제는 월평균 21개소 정도로 감소했고， 

시멘트용 납석 생산량을 제외한다면， 기타 요업용 납석 생산은 감소되고 있는 실정 

이다. 

납석의 시장규모는 대략 원광석 기준으로 연간 112억원 수준이고 분체물로 할 경 

우 194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유리섬유용 수요가 가장 커서 60.8%를 점하고 시멘트 

용은 물량은 크지만 가격이 낮아 내수 점유율은 7.2%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향후의 납석 원석 수요는 시멘트용을 중섬으로 물량은 증가될 가능성이 크지만， 

시벤트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위 축될 경우 감소될 수도 있다. 시멘트용을 제외 

하면 타일용 수요가 약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기타 분야는 현상 유지가 최대 

목표일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용의 경우 일본시장은 품질 때문에 물량 증가가 어럽 

고， 동남아지역의 경제가 좋아지면 타일용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향후 납석 

의 수요는 99년도에 992천톤에서 2003년에 는 1170천톤으로 연평균 4.2%의 증가가 

예상된다. 한편 납석광산의 톤당 생산비와 판매비는 각기 18.660원과 22 ，285원으로 

추정되어 조 이익률은 19.3% 수준인 것으로 분석 되었다. 

납석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리섬유용의 경우 국내 부존량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 를 대비 할 방안 모색이 시급하며， 물량적으로 절대적인 저품위 

광석을 이용하는 기술개발이 시급하다 특히 앞으로는 저품위광을 그대로 이용하는 

새로운 개념의 제품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영세한 업체들이 

광업을 영위하는데 장애물이 되는 환경관련 법규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시행 

령이 변경될 필요가 있을 것 이다 아울러 모든 비 금속 광물에 적용될 수 있겠지만 

요업원료 소지의 표준화를 통해 최종 제품 생산자가 불필요하게 중복 투자하는 것 

을 막아， 제품의 경쟁력을 높혀， 국산 소지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정책적인 유도가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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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광진공， 1987, 비 금속 광물 특성조사 보고서(고령토， 납석편) 

6 대한 내화물공업협동조합， 1998. 8, 1999. 8, 내화물 업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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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월간 세 라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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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산별 연도별 판매현황 ( 1993 - 1998 ) 

팡산병 수요처 」
강남 김해 김해 

계럼 

경 주납석 대 럼요엽 

대봉 

대 원 

동오기업 

광성납석 
쌍용시벤E 

구시 

쌍용자원개발 | 

한일시 멘트 

현대시 멘트 

789 

1,154 
264 

610 
Hì7 
489 4,720 

2,057 3,509 
657 3,090 

1,123 
1,375 

50 
1,1 35 4.720 

264 I 

|한토 

j금강산업 
J 까니 양내 화 1~0 

동아요엽 268 

} 국보-약산 i 선 성 산엽 j 1,045 
| 와이 1,4:-58 

?m 

ω…
 

3 

• 

1lL 
염
 
화
 -

산
 
내
 

• 

이
딛
 
야。
 

) 

제
 
쥬
 } 

m 
% 
1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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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 

1995 1996 1997 1998 

3,580 18,670 12,820 

19,584 37,995 
」←-

27,749 
51,239 

,895 49,118 
44,947 

,117 58,361 
31,318 

5, 

172 
555 
169 702 

417 

1,249 510 

989 1,509 
5.709 12,466 2,935 

3,380 
4,833 5,389 202 154 

2_171 

166 

655 
347 174 447 

5,709 12,466 3,710 
1,063 

48 

858 

50 

63G 



광산명 수요처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불명 239 329 255 
경성세라믹 391 255 
대경요업 4,000 5,599 5,481 8,615 

김해덕봉 동영산업 531 
미광요업사 

187 

890 
삼영산엽 1,018 6,582 

52 
원진세라믹 

기성활석 
삼양요엽 444 
조선내화 67 
내남산업 180 476 
걷닙tt딩년 238 

삼창요엽 542 550 

내남 
세라톤헬스텍 238 
세림산엽 60 
일광전기 357 635 
케논세라믹 552 615 
화성광업산엽 1.200 1.420 1.350 
남양물산 1,260 
대화요업 1,260 

다도 삼성기업 1,260 
와이내화 1,760 
이화산업 9.460 
불명 150 
내수 1,400 

대원-천 원진 950 
불산납석 창원내화 100 

한국내화 210 
한국특수내화 39 
돋닙 r←껴a 280 

대현 
수출 1,000 
인도네시아 840 
일본 2.000 
동호기업 52ι5 

대현납석 
성신양회 26,640 76,814 177,201 290,310 323,199 131,498 
쌍용양회 11,220 
한일시벤E 1.070 28.210 29‘076 4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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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병 수요처 1993 1994 19% 1996 1997 1998 
혼님 ~ 90S 6,800 
경남애자 246 
78 뇨 。二 602 1,234 808 350 321 
계민산업 
남양도기 2.289 1,561 291 
대 럼통상 102 
대아물산 1,498 715 I 
대 영산업 1.453 1,184 1,503 
대유풀리버 1,034 78 
동방아크로 164 668 185 
동부정밀 132 1,421 
동부한농 1,348 474 1,503 314 1,421 

5i 。DLL님L λ 「4 동양화학 285 757 l ,503 ! 1,025 1,029 
백상 432 1,036 1,503 
삼신기엽 184 
성보화학 584 508 1.314 183 
신만국무역 1,744 1,52] 

| 안성기업 78 
영일화학 78 1.503 1,242 321 
오-텍 5,251 2,131 2,029 1,503 
우성상사 680 104 764 1.503 
우선기업 418 
인성기업 453 707 
전진산업 594 831 1,503 958 100 
한영산엽 391 

」한정화학 289 64 
고。j- OJ: 42 10 

동복납석 
은성상사 183 
조선내화 600 769 1,518 2,216 875 
한정화학 119 

목쏘-지 고려애자 1,778 1,960 1,407 2,555 1,130 1,200 
도 1 선도 1.778 1.960 1.407 2.555 1‘130 1.010 

불명 
뉴-

48 
금호타일 47 7 
1ß- 0J: 42 
덕성요엽 10 
명동요엽 22 
삼양요엽 172 
삼현세라믹 11 

무연 성현세라믹 30 
신명 46 
신흥요엽 45 64 
에바다화학 287 717 573 2,160 
오부내화 

왕표 

진명요업 42 
| 한성타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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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병 | 수요처 

가진통상 

국내 

내수 

다원화학 

대만 

대성상사 

대창광산 
대흥산엽 

대홍상사 

동보자기 

말레이지아 

민경광엽 

벽송파우테크 

민경 - I 삽화내화 
노화도 | 삼화상사 

성진상사 
가- 글; 
，- 을， 

스리랑카 

선보화학 

영진상사 
왕표화학 

원일화학 

일본 

일성상사 

한국내화 

한국특수내화 

양
 석
 

미
근
 나
님
 

한일정분 

후성물산 
닝 rH 
긍를딩 

삼양요업 

신명요엽 

신흥산업 

오부요업 

조선내회

중앙내화 

태광내화(요엽 ) 

태화요엽 

한창요업 
101\101-
-.1:1 

백암 오L
 왜
 사 쩨
 

출
 니
 
니
 
남
 
천
 

수
 유
 
유
 행
 
행
 

i 53:;1: { 5?335 l 웰끄훤갚뀔-'----~ 

l뽑~ 

때
 때
 

WM 

% 

m 
1 
3 
2 

% 1i 
η
/
〕

12,410 

32,455 

537 

1,596 

5,549 

988 

145 

1,758 

3,099 

61,750 

1,464 

5,364 
1,876 
8,150 
1,480 

6,750 

3,309 

598 

708 

1,497 

70 

2,064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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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35,959 
5,642 
5,l89 
1,969 
3.242 

4,000 

536 
3,696 

11 ,882 

42,090 
4,240 

11.224 
1,194 

658 

1,899 

535 

178 

1,086 

898 

3,328 

574 

1996 

572 
3,818 

48,550 
7,303 
6,026 
2,059 

4,000 

6,999 
1,416 

12.000 

617 
19,042 

79,l95 
7,236 

19,042 

12.378 

5.232 

180 

3,462 

1,867 

398 

352 
731 

4,700 

1997 

799 

24,600 
5,l27 
1,877 
2,059 

8,000 

3,228 
2,688 

11,748 

46,950 
4.045 
8.586 

5,982 

1,956 

1,132 

422 

2,042 

146 

259 

1998 

694 
13,000 
3,001 
3,298 
1,810 
1,292 

979 

1,546 

3,653 
5,261 

12,313 

27,900 
3,836 

12,313 

1,080 
7,328 

2,333 

625 

80 

1,029 

88 

31.952 



광판궐7주효감각 1써3 1멘4 I 1엔5 
1 고 려 개 발 4,948 2,012 I 3,957 
불명 1,254 
고려 도토 1,56G 393 466 
고려애자 303 I 
대 명 1퍼4 I 
삼명산엽 

삼영산업 2,757 
! 23 ,154 I B , 

서일요업 166 
제일소재 9GO 1 557 9G8 

→→」쉰접효원---L」lg-上→ 」
기타 

1보배산 1 서산엽 

제일소재 

동양도자기 412 
부콕 2,711 
분체 산업 962 1 

성 옥산엠 I 26,140 I 19,171 I 
구능한 

l 조선 내 화 μ13 ，998 14,68:i 
해난분체 1,123 14,518 
폭홍효펀←1-← llc파퍼 

| 극동용업 | i 9 Ol9 
담광산업 

1 대 럼요엽 2,130 
부남 i 성장기엽 

{ 이화산업 8,350 
1 중앙내화 580 
j 창원 8,192 
천팡 71.168 
성세라믹 

급강산엽 

대경요엽 869 
대통요엠 4.143 
대 열요엽 940 
대 현요엽 15 

1 동양산엄 122 
불국사 1 동영산업 
납석 l 

삼아요엽 

삼영산염 

l 삼진 
} 성산화학 

1 성강기업 
1 선광산엮 

| 선보호년! ! 

보배 

H 二il,-, 

1996 1997 1998 

2,650 
11.916 ' 18,401 

30.590 • 짜96 

18,650 22펴O 
• 1,880 

7,056 1 16,707 

쩔，괜 」」탠46 

5,2DO 3,490 

58 
805 

11 
264 

1,L39 

239 
7,481 

11 ,341 

「
J

-

G,273 

37 22 

7,930 
36 

:i14 

2,155 

745 805 
53 

닫도」← _] 06 __ 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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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명 수요처 책 l뺑 1995 1996 1997 1998 
신성요엽 

영 풍소재 480 
불국사납 왕표화학 2.498 2,149 593 
λ-41 원진 106 654 4,316 

케논세라믹스 66 132 69 
한국소재 854 153 
대성분체 40 
삼양요엽 30 

산내 세광로재 510 
제일요엽 400 2.300 3,530 1,120 
흥아산업 300 
거광물산 2,300 7.845 
대익산업 400 

산원 벽산 1,300 
한국소재 400 
헬A피아 9.145 
대경요엽 • 59 

뉴--

삼성 대보요엽 3,946 846 
삼영산업 1.230 
금평 2,700 

산U 외 '--' 벽산 6,500 
헬스피아 3,800 5,450 

삼진납석 
대헌광엽 1,115 
-/「」:ii흐: 70 
계럼요엽 6,750 

성황납석 언도네시아 280 
일본 1.000 
고전테라코타 10 
대경요업 512 
대동요업 1,638 
대열요엽 ~)41 

동양산업 56 
삼아요업 104 

세창-하 삼영산업 861 
통 삼진 11 

성산화학 105 
성창기업 600 
신보화학 18 
왕표화학 1,993 
정석세라믹 4 

h에편5 l 케논세라믹 78 
신성 

A。: λ '>:j\J- λ 「4 신성요엽 

신영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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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1996 1997 1998 

485 975 
485 1,375 

150 
1.566 

448 
448 1,566 489 632 

148 

4.128 1,645 2,412 
49 

1,447 809 367 

314 

59 
m 

276 
G2 
59 

+_ f& + 
5,000 

~_ 1-1 

| 광산명 } 수요처 1993 1 9~)4 
j 「진좋즈댄→~-----← τ ~~기 

| 태팡내화 
죠。二 λ ~ \r λ 「4 태팡산엽 

행 남사 

한전자기 
-/「-」E-L닙L 서 「

행 남사 

선흥 내수 

연화납석 행님광물정 제 i 2.133 

영 춘공예 
성남공예사 153 

광산 
영 춘공예 626 
옥뜰공예사 

가나산업 
7;δ} 끼 。~~三수 -/「- 140 
대 림 요업 222 
동아요엽 313 
삼양요엽 148 
성산요엽 101 | 세 광요업 57 
세럼요엽 482 
세종도기 176 
선명요업 142 
신성산업 29 

。~ 츠 u-; L r !1L /4 신성요업 G7 
여。 츠 、-나 tI서 --, 30 
오부요엽 96 
유성내 화 100 
인천요업 45 
제 천대 림 

정자요엽 230 
태 광내화 

태 화요업 69 

←←←→十←←

l~← 페-
-딩
 

메
 • 

내
미
 

• 

에
비재
 
료
 
산
 

요
 
소
 
요

~
 
과
。
 

국
 국
 
장
며
。
 

펴
。
 

풍

히
」
 하
」
불
 
과
。
 도원 

1 삼진요염 
| 경성 공 여1 

| 고려 굉’- 예 

L 삼낀퓨뚱 

21 
212 
12- 1 

m섭 j 

- 67 -



광산명 수요처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상진요업 25 

석룡조각 16 

선호산업 347 742 

옥동옥석공예 2 
옥매 

우진광업 726 

언천요업 228 

일성공예 니 「 2 

해남도석 588 
대림요엽 850 550 1,450 2.600 810 620 

세라본실엽 50 

세림산업 200 100 

세럼요업 300 
i‘J누~딛， 

인성요엽 30 60 

지민실업 50 

청자요엽 

1---- |내한국동도자기 200 950 3.160 2.020 2.050 

요엽 4,987 

대유풀리머 1,265 

동양화학 1,265 

성보화학 1,265 

성옥산엽 H7.586 83,771 105.952 115,083 18,796 15,926 

.::.’í 닫 긍ηr- 38,500 142,550 95,650 

완도 영일화학 1,265 

와이내화 4,837 

인성기업 1,265 

전진산엽 1,265 

조선내화 75,942 83,771 95.352 143,075 18,796 7,454 

중앙내화 

f----
한국분체 L마Q닫흐-

웅용 디E1i 。。t 300 
←「←--- •• •- •- --•--

원당 고려애자 500 
1--•----

월평납석 
월평납석 33 

조선내화 118 223 I 239 I :33 

정선 
우창흥업 

정원대리석 

제일-
선제일요엽 

제일↑f염 
프Eλ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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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 

순펀 펀τ 관꼬패5 1996 1997 

대콩요업 300 ' 411 I :-39::5 I 610 

부국요엽 -1 1 :3B 

신흥산엽 i 82 208 

인성 기업 λ} 120 228 112 

중 앙내 화 5,258 4쩌 6,684 I :-3,156 

녀중앙상사 451 
I 몹명 l~←→--「-→←→「

{ 영산엽 
I r ^" I ，:'~닮 5,011 I 17,206 

진해납석 | 삽화소재 

신흥산업 500 

1998 

6,229 

577 

태광내 화 

삼양내화 

500 • •-•-- • F →←→←-카 --------
200 

삼양요엽 104 

창원북면 | 신명요엽 96 
납석 | 오부요엽 200 

태광요업 200 

한찰용운 →」←←→200
충날잘설_1흐양 ___ L펴70 

한흥 

대 영상사 15 

동광세라믹 | 25 

동양내화 20 

목포내화 

목포세라믹 

삼양내화 

삼양요엽 

신성산엄 

중앙내 화 
불명 

남도요엽 

동광상사 

:-30 
10 

60 

40 

1 석암요엽사 
한흥 . - -

| 섯팍로재 
i 세라믹 I ~ ~ 니 

1 성산요업 

{ 세럼요엽 
1 선성산업 

400 

20 

70 

」 않 전팩→ • L •-- - - i--- ----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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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89 

638 

771 

60 

240 

160 

250 

1,326 I 540 

8 I 150 I 565 

j _~ __ ~'!!2 

29:-3 

30 

11 

165 

290 



2. 납석의 수요처별 공급 현황 

수요처 연도 :jIL 二닙:} "Äl 공급량(톤) 업 종 

1993 대 원-천불산납석 150 

1993 대 현 280 

1993 밀양납석 537 

1993 오전 51 

1993 보배 4.948 

1993 내남 180 

1994 덕봉 239 

1994 무연 48 

1994 오전 67 

1994 보배 2 , 012 

1995 도암납석 905 

1995 덕봉 329 

1995 보배 3957 

1996 신흥 148 

1996 덕봉 255 

1996 도암납석 6 .800 

1997 진해납석 1, 453 

1997 한흥세라믹 60 

1997 도암납석 2.270 

(일본) 1998 구시 510 

가나산업 1994 여U 츠 τr;L 닙ι서 68 

가진통상 1997 민경-노화도 799 

거광물산 1995 산원 2 , 300 

거광물산 1996 삼원 7.845 

거광물산 1998 삼원 5 , 450 

경남애자 1997 도암납석 246 도자기 

겨U 노 。 1994 도암납석 602 농약 

경농 1995 도암납석 1. 234 

겨Q 노 。 1996 도암납석 808 

겨q 노 。 1997 도아o 납 -서 -• 1 350 

켜。노 。 1998 도아o 남 -‘ 서 -, 321 

경성공예 1993 옥매 12 납석공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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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공예 1994 옥매 2 

경 성세라믹 1995 불국사납석 37 타일 

경성세라믹 1996 덕봉 391 

경성세라믹 1997 김해덕봉 255 

7â • 。「 =F즈，- ← /「- 1993 oc.l。 츠 IEL tjL 서 140 

계림 1993 거。즈 ! 나 닝셔 「 3.090 

제럼요엽 1993 성황납석 6.750 위생도기 

계민산엽 1993 도암납석 2.289 

고려 1994 목포-지도 220 

고려 1993 목포-지 도 220 

고려개발 1994 보배 1.254 

고려공예 1994 옥매 3 납석공예 

고려도토 1993 보배 1.565 도자기 소지，유약 

고려도토 1994 보배 393 

고려도토 1995 보배 466 

고려 애자 1993 원당 500 애자류 

고려애자 1993 목포-지도 1.558 

고려 애자 1994 목포-지 도 1. 740 

고려애자 1995 목포-지도 1.407 

고려애자 1995 보배 303 

고려애자 1996 목포-지도 2.555 

고려애자 1997 목포-지 도 1. 130 

고려애자 1998 목포-지도 1.200 

고전테라코타 1993 세창-하동 10 

고。}OJ 1993 동복납석 42 

핑양 1994 동복닙석 10 

광평광산 1996 오전 5 ,000 

국내 1993 민경-노화도 12 . 389 

국내 1994 민경 -노화도 4 .291 

국내 1996 민경-노화도 3.938 

극동요엽 1994 「님!..l--디L 24 .611 내장타일 

급강산암 1994 토!초 L nL 979 
[-」1 7。Lλ、1~너l 1996 국보-약산 858 

→담깅산염 1997 붕국-사납석 37 

급 강산안 1998 붉국사납석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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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E:lL ‘τiß 1997 삼원 2 , 700 

금호 1993 무연 11 타일 

금호타일 1993 무연 36 

금호타일 1994 무연 7 

기진통상 1996 민경-노화도 572 

기타 1998 보배산 563 

김해 1994 강남- 김 해 4 . 000 

남도요업 1995 한흥세라믹 29 

남도요업 1997 한흥세라믹 240 

남도요업 1998 한홍세 라믹 293 내화벽돌 

님양도기 1997 도암납석 1.561 애자 

남양도기 1998 도암납석 291 

남양물산 1998 다도 1. 260 재분쇄엽 (농약， 한화) 

내남산업 1998 내남 238 

내수 1993 대 원-천불산납석 1.400 

내수 1996 민경-노화도 3,818 

내수 1993 민경-노화도 17, 166 

내수 1995 선홍 695 

다원화학 1998 민경-노화도 694 

1@" OJ 1993 무연 42 

대 경 1995 E「l 효 。초 2.069 

대 경요엽 1993 덕봉 4.000 타일 

대경요업 1993 세창-하동 512 

대 경요엽 1993 불국사납석 869 

대 경요엽 1994 붙국사납석 239 

대경요엽 1994 덕봉 5 ,599 

대 정요업 1994 삼성 59 

대경요엽 1995 덕 봉 3,412 

대경요업 1996 덕 봉 8.615 

대농 1993 구시 789 

대 동 1996 구시 5.837 

대 동요엽 1993 중앙 300 유리 용 도가니 

대통요엽 1993 세창-하통 1,638 

대통요업 1993 불국사납석 4 . 143 

대통요엽 1994 완도 4 .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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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처 연도 공급처 공급량 (톤 ) 업종 

대동요업 1994 지 ~OJ 411 

대통요업 1994 볼국사납석 7.481 

대동요업 1995 중앙 395 

대통요업 1996 τ 그 r;、:J 610 

대동요엽 1998 τ ~OJ’ 840 

대 림요업 1993 J-a1 르 ~ 850 내장타일 

대 럼요엽 1993 여。츠τr나닙서 「 222 

대 럼요엽 1994 토브IL L []L 2.130 

대 럼요업 1994 영춘납석 948 

대럼요엽 1994 옥출 550 

대 럼요업 1995 호깅， L L rLl 18.650 

대 럼요업 1995 여。흔 ‘L 나 닝서 「 314 

대 럼요업 1995 옥출 1, 450 

대 럼요업 1996 -닝「 11Ilj 22 . 550 

대 렴요엽 1996 옥출 2.600 

대 림요업 1996 7。j -x「 L HLλ 「4 3, 580 

대 림요업 1997 옥출 810 

대 럼요엽 1997 78 -'r\: 님L서 「 18.670 

대럼요업 1998 겨。 -Z「나H 서「 12.820 

대 럼요업 1998 = ι」r 걷 ~ 620 

대 럼통상 1994 도암납석 102 타일 

대 민 1994 민경-노화도 10 , 200 -/「‘곧 긍iε 

대 만 1993 민경-노화도 21 , 890 

대명 1993 보배 1.534 

대보요엽 1997 삼성 3. 946 타일 

대보요업 1998 삼성 846 

대봉 1993 78T나님서「 11 , 375 

대 봉 1994 겨。 -I「L닝L 셔 기 39 , 459 

대봉 1995 켜。 1 「나닝서 「 19.584 

대봉 1996 거。←Z「」님L 서「 24 .1 95 

대봉산업 1996 겨。 -;「ζLtjL 셔 1 13 , 800 

대성분체 1997 산니} 40 

대 성상사 1994 민경-노화도 1, 750 내화물용 

대 성상사 1995 민경-노화도 5 . 642 

대성상사 1996 민경-노화도 7.303 

- 73 -



수요처 연도 공급처 공급량 (톤) 업종 

대성 상사 1997 민경-노화도 5 , 127 

대성상사 1998 민경-노화도 3.001 

대아물산 1997 도암납석 1.498 

대아물산 1998 도암납석 715 

대양내화 1993 국보-약산 180 

대열요업 1993 세창-하동 941 타일 

대 열요엽 1993 불국사납석 940 

대열요업 1994 불국사납석 11 . 341 

대열요엽 1995 불국사납석 7.930 

대영산업 1993 도암납석 1.034 

대영산엽 1994 도암납석 1, 453 

대영산엽 1995 도암납석 1, 184 

대영산업 1996 도암납석 1. 503 

대영상사 1993 한흥 15 

대영상사 1994 한홍 40 

대원 1998 광성납석 27 , 749 현대시벤E 납품 

대유풀리머 1994 완도 1.265 

대유풀리버 1994 도암납석 78 

대익산엽 1995 산원 400 

대 창광산 1994 민경-노화도 3. 108 내화물용 

대창광산 1995 민경-노화도 5 , 189 

대 창광산 1996 민경-노화도 6 . 026 

대창광산 1997 민경-노화도 1, 877 

대 창광산 1998 민경-노화도 3 . 298 

대헌광업 1993 삼진납석 1 , 115 

대현요엽 1993 불국사납석 15 

대현요업 1995 불국사납석 36 

대화요업 1998 다도 1, 260 

대흥산업 1994 민경-노화도 2 . 965 내화물용 

대흥산업 1995 민경-노화도 1.969 

대홍산업 1996 민경-노화도 2, 059 

대홍산엽 1997 민경-노화도 2 , 059 

대홍산업 1998 민경-노화도 1.810 

대흥상사 1995 민경-노화도 3.242 

대흉상사 1998 민경-노화도 1.292 

- 74 -



수요처 연도 ;。[L 二a그 ~i 공급 량(톤) 업종 

덕성요업 1993 무연 10 

도원 1993 오전 21 

동광상사 1997 한홍세라믹 160 

동광상사 1998 한흥세라믹 30 

동광세라믹 A 1993 한흥 25 부정형 내화물 

동광세라믹스 1994 한흥 45 

동방아크로 1996 4 I- 아 nL 닝L서 「 164 농약? 

동방아크로 1997 도암납석 668 

동방아크로 1998 도암납석 185 

동보 1998 구시 172 

통보자기 1998 민경-노화도 979 

표느Jf- Ĵ ~ 1997 도암납석 132 i。t; 。-1E 

동부정밀 1998 도암납석 1, 421 

통부한농 1997 도암납석 314 i。r; 。「1:

동부한농 1998 도암납석 1. 421 

통서산엽 1998 보배산 2.413 타일 

동아요업 1993 국보-약산 268 내화벽돌 

동아요업 1993 영춘납석 313 

동아요엽 1994 여。츠1드나H 서 , 26 

동아요업 1994 국보-약산 663 

동아요엽 1997 구시 555 

동양 1993 충남장석 670 

동양내화 1994 하」 후 U 20 

동양도자기 1994 -t「j 그 τ17 412 

동양산업 1993 불국사납석 122 타일 

동양산엽 1993 세장-하통 56 

동양화학 1994 완도 1, 265 뇨。二。 - 1E 

동양화학 1994 도아n 난 〕 서 「 285 

동양화학 1995 -EL- 。nL L 님4λ 「4 757 

동양화학 1996 도암납석 1, 503 

동양화학 1997 도암납석 1.025 

동양화학 1998 도암납석 1. 029 

동영산업 1995 불국사납석 314 

동영 산업 1997 김해덕봉 531 

동오기엽 1998 광성납석 51 . 239 쌍용시 멘 E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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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기업 1996 대현납석 525 

명동요업 1993 무연 22 

목포내화 1993 한홍 20 

목포내화 1994 한흥 50 

목포세라믹 1994 한흥 20 

미팡요엽사 1998 김해덕봉 187 

민경광업 1998 민경-노화도 1.546 민경산업 계열 

미양 1997 웅용 300 

백상 1994 도암납석 432 

백상 1995 도암납석 1.036 

백상 1996 도암납석 1.503 

백암 1996 백암 731 

벽산 1996 삼원 1.300 

벽산 1997 삼원 6.500 

벽송파우테크 1994 민경-노화도 1, 758 

부국요업 1993 중앙 41 흑연도가니 

부국요업 1994 중앙 38 

부산 1998 내남 238 내화벽돌? 

분체산업 1994 -B「二「l 962 

삼명산엽 1996 보배 3.822 

삼성 1997 구시 169 중간상 (분쇄 및 판매 ) 

λDL λ 。4 1998 구시 702 

삼성기업 1998 다도 1.260 농약 및 고무제품 충전재 

삼신기업 1997 도암납석 184 

삼아요업 1993 불국사납석 58 

삼아요엽 1993 세창-하통 104 

삼양내화 1993 창원북면납석 200 부정형 내화물 

삼양내화 1993 한홍 30 

삼양내화 1994 한홍 70 

삼양요업 1993 창원북면닙석 104 내화벽몰 

삼양요엽 1993 기성활석 444 

삼양요엽 1993 밀양납석 1, 596 

삼양요업 1993 한홍 10 

삼양요엽 1993 영춘납석 148 

삼양요업 1993 무연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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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요업 1993 산내 30 

삼양요업 1994 ~ OJ:'ï: 님-+λ 「4 3 . 309 

삼양요업 1994 여。츠 τ::.. \--닙L 서 「 147 

삼양요업 1995 여。츠 ι 나 H 서 「 39 

삼양요엽 1995 밀 양납석 1. 899 

삼양요엽 1996 ~ OJ:\t λ 「4 5 . 232 

삼양요엽 1997 밀양납석 1. 956 

삼양요업 1998 밀양납석 2, 333 

삼영산엽 1993 세창-하통 861 타일 

삼영산업 1993 불국사납석 805 

삼영산업 1994 불국사납석 5 , 273 

삼영산엽 1994 보배 2 , 757 

삼영산업 1994 삼성 1, 230 

삼영산업 1995 불국사납석 2, 155 

삼영산업 1996 보배 2 , 716 

삼영산업 1996 덕봉 1. 018 

삼영산업 1996 진해납석 5 , 011 

삼영산업 1997 7口1 õn~ 츠 。깅L 6. 582 

삼영산업 1997 진해납석 17. 206 

삼영산엽 1998 진해납석 6.229 

삼영산업 1998 김해덕봉 890 

삼진 1993 불국사납석 11 

삼진 1993 세창-하통 11 

삼진요업 1993 오전 212 

삼진요엽 1993 옥매 884 

삼진요업 1994 옥매 147 

삼창요업 1993 내남 542 

삼창요엽 1994 내남 550 

삼현세라믹 1993 무연 11 

삼화내화 1995 민경-노화도 536 

삼화상사 1994 민경-노화도 3 , 099 내화물 

삼화상사 1995 민경-노화도 3. 696 

삼화상사 1996 민경-노화도 6 , 999 

삼화상사 1997 민경-노화도 3. 228 

삼화상사 1998 민경-노화도 3 , 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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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화소재 1993 보배 23 , 154 타일원료 

삼화소재 1994 보배 13 . 187 

삼화소재 1995 보배 9 , 363 

삼화소재 1998 진해납석 577 

상진요엽 1993 옥매 25 

서울 1998 내남 238 

서일요엽 1994 보배 166 

석룡조각 1994 옥매 16 납석공예 

석암요엽사 1998 한홍세라믹 11 

선경 1993 구시 1, 154 

선경실업 1993 구시 264 

선광산업 1997 불국사납석 34 

선도 1993 목포-지 도 1, 778 도자류 

선도 1994 목포-지 도 1. 960 

선도 1995 목포-지 도 1.407 

선도 1996 목포-지도 2.555 

선도 1997 목포-지 도 1, 130 

선도 1998 목포-지도 1.010 

선호산업 1993 옥매 347 

선호산엽 1994 옥매 742 

성광로재 1993 한홍세라믹 400 부정형 내화물 

성남공예사 1993 영 춘공예팡산 153 납석공예 

성남공예사 1994 영춘공예광산 112 

성남공예사 1997 영 춘공예광산 49 

성보화학 1994 도암납석 584 뇨。二 。 - 1k 

성보화학 1994 완도 1, 265 

성보화학 1995 도암납석 508 

성보화학 1996 도암납석 1314 

성보화학 1997 도암납석 183 

성산요업 1993 영춘납석 101 위생도기 

성산요업 1994 여。츠τr나님 서 「 444 

성산요업 1995 한흥세라믹 89 

성산요엽 1995 영춘납석 140 

성산요엽 1997 한홍세라믹 250 

성산요엽 1998 한흥세라믹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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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화학 1993 불국사납석 264 i。t: 。「E?• 

성산화학 1993 세장-하동 105 

성선양회 1993 대현납석 26 .640 시벤E 

성신양회 1994 대현납석 76.814 

성선양회 1995 대 현납석 177 .201 

성신양회 1996 대현납석 290.3 10 

성신양회 1997 대 현납석 323 . 199 

성신양회 1998 대 현납석 131 , 498 

성옥산업 1993 -님「二「E 26 . 140 무역 엽 체 

성옥산업 1993 완도 87 , 586 

성옥산업 1994 -t「j=rI주1 15 , 899 

성옥산업 1994 -님「二「E 3 . 272 

성옥산엽 1994 완도 83 , 771 

성옥산업 1995 완도 105, 952 

성옥산업 1996 완도 115 , 083 

성옥산엽 1997 완도 18 , 796 

성옥산엽 1998 완도 15, 926 

성진상사 1996 민경-노화도 1, 416 분체후 판매 

성진상사 1997 민경-노화도 2 . 688 

성진상사 1998 민경-노화도 5 .261 

성창기업 1993 세장-하동 600 타일 

성장기업 1993 불국사납석 1, 139 

성창기업 1994 불국사납석 745 

성창기업 1995 불국사납석 805 

성창기업 1996 흐’εL [ •] 1 , 880 

성창기업 1997 -닙「 1 iij 5 . 290 

성장기업 1998 부남 3 , 490 

성현세라믹 1993 무연 30 

세광 1997 구시 417 

세광로재 1994 산내 510 

세광요업 1993 영춘납석 57 

세라본실업 1998 옥출 50 

세라톤헬스텍 1998 내남 238 원적 외선업체 

세림산엽 1993 옥출 200 

세림산업 1994 내남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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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렴요업 1993 영춘납석 482 도자기，위생도기 

세림요업 1993 옥출 300 

세림요엽 1994 옥출 100 

세림요엽 1994 영춘납석 664 

세럼요업 1995 한흥세라믹 638 

세렴요엽 1995 영춘납석 314 

세럼요업 1996 한홍세라믹 1, 326 

세림요엽 1997 한흥세라믹 540 

세종도기 1993 여U 츠 、L 나 닙서 176 

세종도기 1994 영춘납석 68 

수출 1993 구시 610 수출 

수출 1993 대 현 1,000 

수출 1993 민경-노화도 12 .410 

수출 1994 민경-노화도 61 . 750 

수출 1994 삼진납석 70 

수출 1995 구시 561 

수출 1996 -t「jτ「T 2.650 

수출 1996 백암 4 . 700 

수출 1996 완도 38 .500 

수출 1997 백암 18 .500 

수출 1997 완도 142 . 550 

수출 1998 완도 95 . 650 

수출(대 만) 1995 민경-노화도 35 ,959 

수출 (대 만) 1996 민경-노화도 48 ,550 

수출(대 만) 1997 민경-노화도 24 ,600 

수출 (대만) 1998 민경-노화도 13.000 

수출 (말레시아 1995 민경-노화도 4.000 

수출 (말레 이지 1996 민경-노화도 4 .000 

수출 (말레 이시 1997 민경-노화도 8.000 

수출 (스리 랑카 1996 민경-노화도 12 ,000 

수출 ( 일본) 1995 민경-노화도 42 ,090 

수출 ( 일본) 1995 구시 688 

수출 ( 일본) 1996 민경-노화도 79 , 195 

수출 ( 일본) 1997 민경-노화도 46 . 950 

수출 ( 일본) 1998 민경-노화도 27.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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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산엽 1997 불국사납석 19 

신만국무역 1997 도암납석 1.744 무역업체 

신만국무역 1998 도암납석 1, 521 

신명 1993 무연 46 

산병산엽 1994 무연 48 

산병요업 1993 밀양납석 5 , 549 내화벽돌 

신병요업 1993 。。예 츠 "-느\t ι셔 -, 142 

신명요엽 1993 창원북면납석 96 

신명요업 1994 영춘납석 248 

신명요업 1994 멸양납석 598 

선보화학 1993 불국사납석 15 노“얀 n 
신보화학 1993 세창-하동 18 

신보화학 1994 불국사납석 55 

선보화학 1994 민경-노화도 1.464 

신보화학 1995 불국사납석 316 

신성 1993 구시 167 

산성 1997 구시 989 

신성 1998 구시 1, 509 

신성 1997 격。:λ 「4 L 닙L λ 「 375 
신성 산엽 1993 국보-약산 1.045 내 화벽 돌 0341-989- 1865 

산성산엽 1993 영춘납석 29 

신성산업 1993 한흥 60 
신성산엽 1994 국보-약산 635 
신성산업 1995 한홍 70 
신성산업 1995 한흥세라믹 8 
신성산엽 1996 한흥 615 

신성산엽 1996 한홍 156 
선성산업 1996 한흥세라믹 150 
신성산업 1997 한흥세라믹 565 
선성요업 1993 영춘납석 57 
신성요엽 1993 불국사납석 25 
산성요엽 1997 송석납석 225 
신영산엽 1996 송석납석 400 
신제일요엽 1997 제 일-풍산 1.1 85 내 화벽 돌 0542-72-3105 
선흥내화 1994 무연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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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홍산업 1995 밀양납석 535 내 화벽 돌 0527-391-7011 

신흥산업 1995 중앙 82 

신흥산업 1996 진해납석 500 

신흥산업 1996 송석납석 485 

신흥산업 1996 'i5' oJ 208 

신흥산업 1996 밀양납석 180 

신흥산업 1997 격。:λ ~'fl λ -41 975 

신흥요업 1993 무연 45 안료 

쌍용시멘 E 1997 광성납석 26 .895 시벤 E 

쌍용시벤E 1998 고。Lλ 。d t,-' 님Lλ 「4 49 , 118 

쌍용양회 1996 대현납석 11 , 220 

쌍용양회 1997 대현납석 29 . 796 

쌍용자원개발 1997 고。Lλ 。i1'fl- λ「4 20 , 395 쌍용양회 납품 

쌍용자원개발 1998 고。Lλ 。i1'fl- λ「4 44 , 947 

안성기업 1994 도암납석 78 

에바다화학 1993 무연 287 뇨。二。 -1E? -

에바다화학 1994 무연 717 

에바다화학 1995 무연 573 

에바다화학 1996 무연 2 , 160 

연안 1993 구시 489 

연안 1994 구시 4 .720 

연안 1995 구시 5 .709 

연안 1996 구시 12. 466 

연안 1997 구시 2 .935 

영일화학 1994 도암납석 78 뇨‘j;q] -b? -

영일화학 1994 완도 1.265 

영일화학 1995 도암납석 O 

영일화학 1996 도암납석 1.503 

영일화학 1997 도암납석 1.242 

영일화학 1998 도암납석 321 

영진상사 1996 민경-노화도 617 

영춘공예 1993 영춘공예광산 578 공예품 

영춘공예 1994 영 춘공예광산 668 

영춘공예 1995 영춘공예광산 761 

영춘공예 1996 영춘공예광산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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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표화학 1995 불국사납석 593 

왕표화학 1995 민경-노화도 11 , 882 

왕표화학 1996 민경-노화도 19 , 042 

왕표화학 1997 민경-노화도 11 , 748 

왕표화학 1998 민경-노화도 12.313 

-?-서 。 λLλt 1994 도암납석 104 

우성상사 1995 도암납석 764 

우성상사 1996 도암납석 1.503 

우신 1993 구시 1, 123 

우선기엽 1998 도암납석 418 

우진광엽 1995 옥매 726 

우창홍엽 1997 정선 1.050 

원당 1994 구시 1.375 

원당 1995 구시 2 , 171 

원일화학 1994 민경-노화도 1, 876 

원진세라믹 1993 불국사납석 106 내화물 (주 ) 원진? 

원진세라믹 1993 대 원-천불산납석 950 

원진세라믹 1994 불국사납석 654 

원진세라믹 1995 불국사납석 4 , 316 

원진세라믹 1998 김해덕봉 52 

월평납석 1996 월평납석 33 

유니온 1993 백암 54 . 112 백시멘 E 

유니온 1994 백암 56.137 

유니옹 1995 백암 63 .1 40 

유니온 1996 백암 73 .271 

유니온 1997 a-”1 。nL 48.789 

유니온 1998 백암 31.952 

유니온외 1994 백 암 7 , 520 

유럼 1997 구시 166 

유성내화 1993 영 춘납석 100 브， 처 。혀 。 0444-22-1114 

유성내화 1994 영춘납석 363 

유성내화 1995 여。 1ir나님 서「 59 

유일 1997 구시 655 

은성상사 1997 동복납석 183 

이화산업 1994 호츠!L r4j 8.350 

- 84 -



수요처 연도 공급처 공급량 (톤 ) 업종 

이화산엽 1998 다도 9 .460 

인도네시아 1993 대 현 840 수출 

인도네시아 1993 성황납석 280 

인성기업사 1993 중앙 120 비금속분쇄 032-873-0731 

인성기업 1994 도암납석 453 

인성기엽 1994 완도 1. 265 

인성기업 1994 중앙 228 

인성기업 1995 π "5- OJ- 112 

인성기업 1995 도암납석 707 

인성기업 1996 묘i 。E1LL 님Lλ 「4 164 

인성기업 1997 도암납석 184 

인성요엽 1997 옥출 30 

인성요업 1998 옥출 60 

인천요엽 1993 영 춘납석 45 

인천요엽 1993 옥매 228 

인천요엽 1994 여。츠 、」 나 닝서 「 26 

인천요엽 1995 。~ 츠 τr;L 닙Lλ 「4 91 

언천요업 1997 한홍세 라믹 245 

인천요업 1998 한흥세 라믹 290 

인화세라믹 1998 중앙 1, 910 내화벽돌 

일광전기 1993 내남 357 

일광전기 1994 내남 635 

일본 1993 성황납석 1.000 수출 

일본 1993 민경-노화도 32 , 455 

일본 1993 대 현 2.000 

일본 1994 민경-노화도 8 . 150 

일성공예 1993 옥매 5 납석공예 

일성공예 1994 옥매 2 

일성상사 1994 민경-노화도 1. 480 내화물? 

일성상사 1995 민경-노화도 4 . 240 

일성상사 1996 민경-노화도 7.236 

일성상사 1997 민경-노화도 1.285 

일 성 상사 1997 민경-노화도 2, 760 

일 성 상사 1998 민경-노화도 3.836 

자가공장 1993 영춘공예광산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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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산업 1994 도암납석 594 i。c- 。-1t 

전진산업 1994 완도 1, 265 

전진산업 1995 도아디나 님서 「 831 

전진산업 1996 도암납석 1, 503 

전진산업 1997 도암납석 958 

전진산업 1998 도암납석 100 

정석세라믹 1993 세 창-하통 4 

정원대리석 1997 정선 1.050 

제일산엽 1993 국보-약산 65 

제일산업 1994 국보-약산 68 

제일산업 1996 제일-용산 2.000 

제일소재 1993 보배 950 도자기소지 

제일소재 1994 보배 557 

제일소재 1995 보배 958 

제일소재 1996 보배 1, 324 

제일소재 1998 보배산 1.205 

제일요엽 1993 제일-풍산 1.010 내화벽돌 

제일요엽 1994 제일-풍산 3 , 050 

제일요엽 1995 제일-풍산 1, 800 

제일요엽 1995 산내 400 

제일요엽 1996 산내 2.300 

제일요업 1996 제일-풍산 2 , 550 

제일요업 1997 산내 3.530 

제일요엽 1997 제일-풍산 250 

제일요엽 1998 풍산 1, 750 

제일요엽 1998 산내 1. 120 

제천대림 1994 영춘납석 94 

조선내화 1993 완도 75 , 942 내화벽돌 

조선내화 1993 구시 50 

조선내화 1993 기성활석 67 

조선내화 1993 동복납석 600 

조선내화 1993 -님「 二「E 13.998 

조선내화 1993 월평납석 118 

조선내화 1993 밀양납석 988 

조선내화 1994 동복납석 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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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내화 1994 멜양납석 1.497 

조선내화 1994 완도 83 , 771 

조선내화 1994 -님「 二「l 14 , 683 

조선내화 1994 월평납석 223 

조선내화 1995 'M oJ\; 닝Lλ 「4 1.086 

조선내화 1995 동복납석 1.518 

조선내화 1995 월평납석 239 

조선내화 1995 완도 95 . 352 

조선내화 1995 -닝「 :=a극「 11 , 916 

조선내화 1995 구시 347 

조선내화 1996 월평납석 33 

조선내화 1996 -a「 「τT 18, 401 

조선내화 1996 밀양납석 3.462 

조선내화 1996 즈。i느효 「1-L닙4λ 「4 2 , 216 

조선내화 1996 완도 143 . 075 

조선내화 1997 'M oJ\; 님Lλ 「4 1. 132 

조선내화 1997 구시 174 

조선내화 1997 완도 18 , 796 

조선내화 1997 동복납석 875 

조선내화 1997 -님「二「E 7. 056 

조선내화 1998 -님「「 「’ 2 , 711 

조선내화 1998 'M oJ\; 님LA 「} 625 

조선내화 1998 구시 447 

조선내화 1998 완도 7, 454 

중앙내화 1993 구시 1. 135 내화벽 돌 

중앙내화 1993 한흥 40 

중앙내화 1993 밀양납석 145 

중앙내화 1993 1 ;5Z- [굿r 5 .258 

중앙내화 1993 구시 264 

중앙내화 1993 완도 5 . 600 

중앙내화 1993 국보-약산 386 

중앙내화 1994 구시 4 , 720 

중앙내화 1994 기 H- ，1口i 580 

중앙내화 1994 nE1 。。εL님Lλ 「4 70 

중앙내화 1994 τ ;5ζ'.OJ 4 , 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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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처 연도 공급처 공급량 (톤 ) 업 종 

중앙내화 1995 구시 5 , 709 

중앙내화 1995 밀양납석 898 

중앙내화 1995 중앙 6 . 684 

중앙내화 1996 국보-약산 50 

중앙내화 1996 중앙 3.156 

중앙내화 1996 구시 12 .466 

중앙내화 1997 밀양납석 422 

중앙내화 1997 구시 3. 710 

중앙내화 1998 구시 1, 063 

중앙내화 1998 밀양납석 80 

중앙상사 1993 중앙 451 부정형 내화물 

지민 실업 1997 옥출 50 정 제 소 지 0331-292-4053 

진명요업 1993 무연 42 부정 형 내화물 

창원 1994 「l j - 11nL 8 , 192 내화벽돌 

창원내화 1993 대원-천불산납석 100 

천광 1993 -H「 11nA 71 , 168 

청자요업 1993 여。츠 ~나 a 천 • 1 230 위 생 도 기 0574- 82-9666 

청자요업 1993 옥출 200 

청자요엽 1994 영춘납석 226 

칠성요엽 1993 보배 116 

케논세라믹스 1993 세창-하통 78 내화제품 

케논세라믹 A 1993 불국사납석 20 

케논세라믹스 1993 불국사납석 46 

케논세라믹스 1993 내남 552 

케논세라믹스 1994 불국사납석 132 

케논세라믹 λ 1994 내남 615 

케논세라믹스 1995 불국사납석 69 

태광내화 1994 밀양납석 2 , 064 내화벽 돌 ( 태광요엽사) 

태 광내화 1995 밀양납석 3 . 328 

태광내화 1995 영춘납석 276 

태광내화 1996 송석납석 485 

태팡내화 1996 진해납석 500 

태광내화 1996 밀양납석 1.867 

태광내화 1997 송석납석 1.375 

태광내화 1997 밀양납석 2, 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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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산업 1997 송석납석 150 타일 

태광요업사 1993 창원북면납석 200 내화벽돌 

태광요엽사 1997 밀양납석 20 

태광요엽사 1998 밀양납석 1, 029 

태화요엽 1993 영춘납석 69 내장타일 

태화요업 1995 여U 츠 "-나 님서 52 

태화요엽 1996 밀양납석 398 

태화요업 1997 디J 0J:'f 닙Lλ4 146 

풍국내화 1993 대원-천불산납석 210 

풍국내화 1994 영춘납석 363 

풍국내화 1995 영춘납석 59 

풍국요엽 1993 영춘납석 69 

한국내화 1995 민경-노화도 11 , 224 내 화벽 돌 0525-43-2771 / 4 

한국내화 1996 민경-노화도 19, 042 

한국내화 1997 민경-노화도 8 , 586 

한국내화 1998 민경-노화도 12 . 313 

한국도자기 1993 옥출 1, 250 식기 

한국도자기 1994 옥출 200 

한국도자기 1995 옥출 950 

한국도자기 1996 옥출 3.1 60 

한국도자기 1997 옥출 2, 020 

한국도자기 1998 옥출 2.050 

한국분체 1998 -t「j 「τ7 16 .707 유리섬유용 분체 

한국분체 1998 완도 11, 053 

한국소재 1994 불국사납석 854 타일 소지 0561-771-6070 

한국소재 1994 여。츠 "-나 님서 「 66 

한국소재 1995 산원 400 

한국소재 1995 불국사납석 153 

한국특수내화 1993 대원-천불산납석 39 내화벽돌 

한국특수내화 1994 민경-노화도 6.750 

한국특수내화 1995 민경-노화도 1.194 

한농 1994 도암납석 1.348 뇨。: 。 -11h 

한농 1995 도암납석 474 

하」 논 U 1996 -τ~ 아 '" 나 tI서 --, 1, 503 

한성타일 1994 무연 8 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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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처 연도 공급처 공급량 (톤 ) 업종 

한영산업 1998 도암납석 391 

한일시벤E 1993 대현납석 1. 070 시벤 E 

한일시벤E 1994 대현납석 28 , 210 

한일시벤E 1995 대현납석 29 . 076 

한일시벤E 1996 대현납석 48 . 485 

한일시벤E 1997 팡성납석 42 , 117 

한일시멘E 1998 광성납석 58 , 361 

한일정분 1995 민경-노화도 658 분체 

한일정분 1996 민경-노화도 12, 378 

한일정분 1997 민경-노화도 5 . 982 

한일정분 1998 민경-노화도 1. 080 

한전자기 1993 수도납석 298 

한전자기 1994 수도납석 292 

한전자기 1995 수도납석 448 

한정화학 1994 도암납석 289 뇨。:。 「E

한정화학 1995 도암납석 o 
한정화학 1997 동복납석 119 

한정화학 1997 도암납석 64 

한창요엽 1993 창원북면납석 200 내화벽돌 

한창요엽 1994 밀양납석 344 

힌-창요엽 1995 밀양납석 574 

한창요엽 1995 영 춘납석 66 

한창요엽 1996 밀양납석 352 

한창요업 1997 밀양납석 259 

한창요업 1998 밀양납석 88 

한토 1998 구시 48 

해남도석 1993 옥매 588 

해남분체 1993 -t「j LT11 1. 123 유리섬유용 분체 

해남분체 1994 -닝「 二「E 14 . 518 (한국분체로 개명) 

해남분체 1995 -t「j 二~극1「 30 .590 

해남분체 1996 -t「j 「τ'- 74 . 796 

해남분체 1997 -t「j 「τj 26.599 

해남분체 1998 완도 525 

해남분체 1998 t，i 」-묘1 30.646 

행남광물정제 1993 연화납석 2 . 133 태 백 도석 0631-76-3135 

행남광물정제 1994 연화납석 738 도자기 용 소지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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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처 떤도 二。i2 二닙그- 응 7.1 공급량 (톤) 엽 종 

행 남광물정제 1995 연화납석 2 .618 

행남광물정제 1996 연화납석 4 . 128 

행남광물정 제 1997 연화납석 1.645 

행남광물정제 1998 연화납석 2.412 

행남사 1993 -A「」t;;나 H 서 「 382 식기 

행남사 1993 8-u1 。t 1L 3 , 417 

행남사 1994 수도납석 269 

행남사 1994 백암 33 

행남사 1995 수도납석 448 

행남사 1996 수도납석 1.566 

행남사 1996 백암 15 , 213 

행남사 1997 수도납석 489 

행남사 1998 -까「‘그 c:二 L H1LA 「4 632 

행천자기 1994 백암 15 
헬스피아 1996 삼원 9.145 
헬스피아 1997 삼원 3, 800 
헬스피아 1998 삼원 5 , 450 원적외선 업체 
현대시멘 E 1998 광성납석 31 , 318 시멘 E 

화성광업 1996 내남 220 
화성광엽 1997 내남 1, 250 
화성광엽산엽 1995 내닙- 1.200 
화성광엽산엽 1996 내남 1.200 
화성산엽광업 1997 내남 100 
후성물산 1997 민경-노화도 1, 259 분체업체(베 E 로텍 스) 

후성 물산 1998 민정-노화도 7, 328 
흥아산업 1998 산내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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