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의 기초소재 - 석회 Dynamic Lime Industry

석회석은 탄산칼슘(CaC�3)인 �해석(calcite)을 주성분�로 보통 Ca� � 56 �, C�2 � 44 �의 구성비� 이�� 여

기� ��미나(�l2�3), 산화규소(Si�2), 산화�(�e2�3) 등이 �순�로 �유�어 산��� 암석입�다� 이 �해석은 

��상, 판상, �상, 주상, �치상 등 다양한 �정형을 보이고 ��� 이 �해석� 쌍�이 광�은 아�고나이트

(argonite)로 �해석� 화학조성은 ��나, �정구조가 다� 동질이상 광�입�다�

�한 �해석 �� 아�고나이트�서 칼슘(Ca)성분이 �(mole)비 1�1로 CaMg성분�로 치환� �이 백운석(�olo-

mite)이�, 재�정 �용�로 산�� �이 대리석�로 광업계�서� 이� 모두� 석회석광�로 구분하고 ���다�

� � ��� �계(��) � � ���(�)

 Calcite  CaC�3 삼� 2�710 56�0

 �ragonite  CaC�3 사� 2�946 56�0

 Dolomite  CaMg(C�3)2 삼� 2�87 30�4

석회석을 비�한 다양한 광�� 대하여 �고 �다면 대전� �� 한�지질자원연구원 지질박�관(http�//museum�

kigam�re�kr/) �학을 �천합�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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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료 � �� �  � 용  � ������ �용��

원     

석

�단, 연마 대리석, ���용 chip ��용, ���, 공예� 장�성, 가공성

파�, 분�

�석, �사(�재용) 아스콘용, 도로용 �질성, 가공성

생�소석회 등 2차제� 제조

소�단�용 제선용, 주강용 탈황, 탈인

고로용 제강용 �lu�, 탈규, 탈황, 탈인

미분�, 분�

보통탄산칼슘

도로용, 아스�트 filler 충진성, �합성

사료 칼슘보�, 소화보조

상하수 � �수�리 ��리�리, 중화, 중금�분리

�연탈황 탈황

중질탄산칼슘
고무, ��스�, 도료, 
제지

�성 개선(보강성, 전기�연성, 백�도)

가공성 개선(치수안정, 유동성, 분산성)

경제성(�량성�로 원가��)

석회석��광석��토 포���시�트 콘크리트 2차 제� 수화경화성 광�의 생성

석회석�규사(�� 장석) 규산칼슘
제강, 도자기, 전기용�
�

반�성, 소성�도, 시간��, 오��리

석회석�규사�소다회�백운석 소다유리 판유리, �기유리 등
화학적 내구성 부여, �상 �도�하, 유리�
도�가

석회석��토�석영(장석) 석회질 도기소지 석회질 도기�� �수� 도기, �수화�창 소지

생
석
회

석회석�연료

비료용 생석회 비료(석회질소, 규산석회) 칼슘보�(석회질비료)

제지용 생석회 제지(��회수) 반�성(수산화나트�회수)

토질 안정�리용 토질 안정�리제 수화반�성, 탈수성, 탄산화

�조제 �� �조제 ��성(수화반�)

경소생석회 제강용 flu�, 탈황, 탈인

소석회 제조용 소석회 제조

생
석
회

2차
가공

생석회��2�
�Ca(��)2 (소석회)

�수�리용 소석회 �수�리, 산성하천중화 ��리�리, 중화, 중금�분리

연탄용 소석회 연탄성형 ��성, 유황분고정

��용 소석회 지�질제거 지�질의 가수분해

소�용 소석회 소�용 ��성

��제조용 소석회 �� 고형제 고화

��용 소석회 ��용(내��장재) 경화성, 가소성, 백�도

황산동�생석회 보르�� 농� ��성, �충성, �해�지

전기로환원 금�칼슘 제강, 합금 환원성, 합금�성

소�, 전� 칼시아내화� 칼시아연� 내화성, 고��

생석회�시�트�규석��l분
(가열�리)

��C ��재료 수화�이 생성 경화

생석회�규석��크스(전기
로소성)

칼슘�리콘 제강 탈황, 탈인

생석회��2S(고�반�) 황화칼슘 ��운관 형광� 형광�

생석회�탄소재(전기로
1800�이상�리)

칼슘��이트
아��� 유도�,
석회질소

�화합�성, 환원성

생석회�flu�(소성�리) 정적파�제 정적파�공� 수화�창성

소
석
회

2차
가공

Ca(��)2�C�2�CaC�3

(합성탄산칼슘)

경질탄산칼슘
고무, ��스�, 도료

�성 개선(보강성, 전기�연성, 백�도)

가공성 개선(치수안정, 유동성, 분산성)

경제성(�량성�로 원가��)

제지(충진, ��) 보�성(중성지), ��명도, �크�수성

인��크 인�적성, 안정성, 유동성

교질탄산칼슘
���가 영양보�, 강화제

��, 치� 제산, Ca보�, 연마(치아)

탄산화반�이용
(석회유�C�2 gas)

제당 CaC�3생성� 의한 �순� �� 청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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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품�기� 

KS � 3501
(아스�트 포장용 ��재)

     - 수분 � 1�0 � 이하
     - 입도 � 600 �m 100 �, 300 �m 95 �, 150 �m 90 �, 75 �m 70 � 이상

S�S-K��C 004-775
(�연탈황용 석회석)

     -  성분 � CaC�3  95 � 이상, MgC�3 4 � 이하, Si�2 2 � 이하, 
 �l2�3 � �e2�3 0�5 � 이하

     - 입도 � 45 �m 90 � 이상(1종), 1 mm 90 � 이상(2종)

사료공정서       - 성분 � Ca 34 �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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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품�기� 

KS � 9501 
공업용석회

�� � Ca� 93�0 � 이상, �순분 3�2 � 이하, C�2 2�0 � 이하
1 � � Ca� 90�0 � 이상, 2� 80�0 � 이상

S�S-K��C 002-773 
제강용 생석회 � 경소백운석

1 � � Ca� 90�0 � 이상, Mg� 2�0 � 이하, Si�2 2�0 � 이하, S 0�10 � 이하
2 � � Ca� 85�0 � 이상, Mg� 4�0 � 이하, Si�2 3�0 � 이하, S 0�10 �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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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의 종류 설계용량 계(톤) 사용연료

개량형 토중로 721,130 무연탄

자립로 543,850 무연탄

고마로 109,500 정제유

Beckenbach 109,500 정제유

BKC150 Chamber kiln 109,500 정제유

BK150 Shaft kiln 109,500 무연탄/정제유

Multi chamber shaft kiln   73,000 정제유

Cimprogetti twin-D 109,500 무연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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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품�기� 

S�S-K��C 002-773
제강용 생석회 � 경소백운석

1� � Ca� 50�0 � 이상, Mg� 30�0 � 이상, Si�2 2�0 � 이하, S 0�10 � 이하
2� � Ca� 45�0 � 이상, Mg� 25�0 � 이하, Si�2 3�0 � 이하, S 0�10 �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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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석회고토(�립상)
�칼리도 51 � 이상, 가용성 고토 14 � 이상

입도 � 2~5 mm 90 � 이상

신청� 의한 무상공� 

�리적 가공생산, 고토 성분 포�

패 화 석(�립상)
�칼리도 40 � 이상, �분 2 � 이하(��중)

입도 � 2~5 mm 90 � 이상

신청� 의한 무상공� 

�리적 가공생산, �분� 대한 주의 ��

생 석 회(�립상) �칼리도 80 � 이상
�은 �칼리도 

화학공정 생산, 사용상의 주의 ��

고토생석회(�립상)
�칼리도 92 � 이상, 가용성 고토 32 � 이상

(농�중�회 구매기준)

�은 �칼리도 � 고토성분 

화학공정 생산, 사용상의 주의 ��

소석회(분�상)
��리도 60 � 이상

분�도 � 1�7 mm 이하 98 � 이상
화학공정 생산



산업의 기초소재 - 석회 Dynamic Lime Industry



산업의 기초소재 - 석회 Dynamic Lime Industry



산업의 기초소재 - 석회 Dynamic Lime Industry



산업의 기초소재 - 석회 Dynamic Lime Industry

업체명 대표자 우편번호
본    사   주   소 본사전화 본사 fax 주요

생산제품명공   장   주   소 공장전화 공장 fax

광진산업㈜ 한창희 395-902 충북 단양군 매포읍 하시리 118 043)422-9555~7 043)422-9558 생석회

㈜금강케미칼 장홍주
150-833

220-861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265-1 하나아파텔 218호

강원 원주시 신림면 용암리 928

 02)842-4064~5

033)762-4493

 02)842-4067

033)762-4472

석회석(분)

활석

㈜금산산업 이종섭 232-802 강원 평창군 평창읍 노론리 산 40-1 033)332-4909 033)334-4908 석회석(분)

㈜기정소재 남찬원 395-851 충북 단양군 적성면 기동리 80 043)423-7869 043)423-7988
석회고토비료(입상)

소석회비료(입상)

남일통상㈜ 이은용
152-889

767-873

서울 구로구 고척로 5-1

경북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산 157

 02)717-8617

054)782-4157

 02)717-8615

054)783-7048
석회고토비료(입상)

담우물산㈜ 한태수
135-876

230-834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1-35 남경센터 601호 

강원 영월군 남면 토교리 91-2

 02)564-8903

033)374-5188

 02)564-8905

033)374-8342

석회석

생석회

대동산업㈜ 변홍수 233-822 강원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 산 138 033)378-2023 033)378-2020
생석회

석회석

대성지엠텍㈜ 김영범
110-885

230-835

서울 종로구 수송동 85 서머셋펠리스 4층

강원 영월군 한반도면 쌍용리 127-2

 02)765-3003

033)372-5017

 02)745-6006

033)372-5006

석회고토비료(입상)

경소백운석

㈜대유코아 정찬현 
121-714
233-874
233-824

서울 마포구 마포동 140 다보빌딩 12층 
강원 정선군 임계면 덕암리 375-1
강원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 12-1

 02)716-0823
033)378-4906
033)378-4907

 02)716-1057
033)378-6906
033)378-6906

석회석
생석회

대한분체(주) 구정길 395-811 충북 단양군 대강면 당동리 169 043)421-9091 043)421-9092 석회고토비료

동광산업사 이성용
140-758

230-835

서울 용산구 갈월동 2-5 갑을빌딩 7층

강원 영월군 한반도면 쌍용리 333

 02)318-3409

033)372-5127

 02)773-9534

033)372-1429

생석회비료

소석회비료

동광석회공업㈜ 변흥수 395-803 충북 단양군 단양읍 현천리 218-17 043)421-2511 043)421-2510
생석회

석회석

동양산업㈜ 남인수 790-851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상정리 910-1 054)284-8946 054)284-4916

소석회비료(입상)
석회고토비료(입상)

생석회비료
규산질비료(입상)

㈜동양케미칼 임재현 235-230 강원 태백시 원동 259 033)553-0974 033)553-0874
석회석

생석회비료

㈜렉   셈 손두익
790-380
233-905

경북 포항시 남구 호동 산 52

강원 정선군 사북읍 직전리 221-1
054)278-6151~3
033)592-9888~9

054)278-0943

033)592-8889

석회석

석회석분

㈜문경자원 박인근 745-811 경북 문경시 호계면 선암리 236-1 054)555-1670 054)555-1672 석회석, 백운석, 석회석분

㈜백광소재
김영길
조규남 

157-841
395-903
395-902

서울 강서구 등촌동 652-12 송원빌딩 6층
충북 단양군 매포읍 어의곡리 106
충북 단양군 매포읍 상시리 132

 02)3661-8018~21
043)420-1111~2
043)421-4811~4

 02)3661-1338
043)422-0210
043)421-4833

석회고토비료(입상)
생석회(비료)

소석회(비료)(입상)
탄산칼슘

범아광업㈜ 최승근
210-330

210-824

강원 강릉시 죽헌동 345-9

강원 강릉시 강동면 임곡리 457-3

033)644-6161

033)642-2000

033)643-1244

033)644-3388
석회석(분)

㈜베 스 트 윤용찬 650-815 경남 통영시 도산면 오륜리 28-2 055)649-7151 055)648-7151 패화석비료(입상)

부 흥 석 회 최성운
361-810

367-834

충북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1112-2 장수빌딩 4층

충북 괴산군 청안면 부흥리 376-2

043)236-6941~2

043)832-9075

043)236-6943

043)832-9078
소석회(비료)

삼광석회㈜ 강성종
390-822

220-862

충북 제천시 금성면 양화리 46-2

강원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산 156

043)651-2950

033)762-2553

043)651-2960

033)762-3148

생석회(비료), 소석회비료

석회고토비료

㈜삼보광업 한창희
135-846
395-902
395-821

서울 강남구 대치동 945-15 제주장학회관 6층
충북 단양군 매포읍 하시리 125-1
충북 단양군 가곡면 여천리 965

02)554-3021
043)422-4090
043)421-4090

02)554-3022
043)422-5890
043)421-5890

백운석
경소백운석

석회고토비료(입상)

삼성자원㈜ 최주섭 390-822 충북 제천시 금성면 양화리 25-1 043)651-0011 043)651-0017 석회고토비료(입상)

삼 원 석 회 권기선 220-862 강원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817-11 033)762-5045 033)744-8791 석회고토비료, 소석회비료

업체명 대표자 우편번호
본    사   주   소 본사전화 본사 fax 주요

생산제품명공   장   주   소 공장전화 공장 fax

삼해케미칼 정효상 664-839 경남 사천시 송포동 1539-4 송포농공단지내 055)833-8672 055)864-2824 패화석비료

㈜서    암 김도섭 395-813 충북 단양군 대강면 두음리 6 043)422-0087 043)422-7417
석회고토비료(입상)

유기질비료

㈜성광산업 백성수 656-861 경남 거제시 거제면 내간리 50-11 055)632-6260 055)632-6270 패화석비료(입상)

㈜성    신 김태수
135-858

380-833

서울 강남구 도곡동 552-22 대광빌딩 501호

충북 충주시 산척면 명서리 74

 02)2057-1795

043)851-5855

 02)2057-1797

043)852-7971

석회고토비료(입상)

석회석(분)

㈜성신미네필드 홍진모
135-859

233-832

서울 강남구 도곡동 941 오곡빌딩 203호

강원 정선군 남면 유평리 산 21

 02)3463-4473~4

033)591-2373

 02)3463-6913

033)591-4433
석회석(분)

성지라임㈜ 지중현 390-822 충북 제천시 금성면 양화리 산 6 043)651-2066~7 043)651-2067 석회석(분)

㈜신    동 고이귀
135-733
233-822
233-835

서울 강남구 논현동 114 성암빌딩 8층
강원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 산 138
강원 정선군 남면 문곡리 산 330

 02)562-8378
033)378-6070
033)591-7255

 02)557-7743
033)378-4070
033)591-1297

생석회
석회석

씨 엠 에 프 주경혜 220-861 강원 원주시 신림면 구학리 192-1 033)765-1603 033)7651604 석회고토비료(입상)

영 화 이 트
권기흥

권순호
390-821 충북 제천시 금성면 중전리 313

043)651-3908

043)645-8892
043)647-4892

석회고토비료(입상)

석회석(분)

㈜우    룡 이동화 230-872 강원 영월군 북면 마차리 81-2 033)374-9955~7 033)374-9958
생석회(비료), 경소백운석

소석회(비료)

유림종합석회

공업㈜
김  영

130-845

230-835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433-19 콘크리트공업회관 501호

강원 영월군 서면 쌍용리 123-16

 02)2245-7468

033)372-7861

 02)2245-7469

033)372-7387
석회석분

유성천연바이오 이준환 650-826 경남 통영시 광도면 용호리 42-1 055)646-6783 055)646-6785 패화석비료(입상)

지산산업㈜ 양은진 667-924 경남 하동군 금남면 대치리 140-1 055)883-5878 055)883-5807 패화석비료(입상)

㈜)천년산업 임호준 638-911 경남 고성군 삼산면 두포리 177-4 055)672-9912 055)672-9712 패화석비료(입상)

㈜청해광업 오재홍 
548-882

536-891

전남 고흥군 포두면 옥강리 989

전남 해남군 화산면 가좌리 979

061)835-2242

061)534-7791
061)835-2241 패화석비료(입상)

㈜)충무화학 유상경 
152-877

233-831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338 신도림2차 푸르지오 101-304

강원 정선군 남면 낙동리 48

 02)2677-9902

033)531-9901

 02)2677-9907

033)591-9905

석회석

생석회, 소석회

㈜태영이엠씨 김병환
110-794
232-821

서울 종로구 인사동 194-4 하나로빌딩 803호
강원 평창군 미탄면 수청리 137-1

 02)733-6572~4
033)333-0323

 02)735-4640
033)332-8860

생석회(비료) 
소석회(비료), 석회석

태 승 산 업 이승은 763-820 경북 청송군 파천면 황목리 산 96 054)872-5877 054)872-5878 석회석(분)

㈜한     성 이재덕
390-813

230-874

충북 제천시 송학면 시곡리 512-6

강원 영월군 북면 문곡리 2063 영월농공단지내

043)648-3330

033)374-7127~8

043)648-4996

033)374-7129

석회석, 백운석

석회고토비료(입상)

㈜한일씨앤에스 김종옥 780-802 경북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334 054)762-9691~3 054)762-9695

규산질비료(입상)
소석회비료(입상)
석회고토비료(입상)

생석회비료

㈜한 테 크 김승만
135-748

545-885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8-4 여삼빌딩 2층

전남 광양시 태인동 1657-1

 02)561-8531

061)792-2300~1

 02)561-8944

061)792-2302

탈인제

탈황제

㈜한흥실업 윤상준
150-890

367-88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4-15 충무빌딩 607호

충북 괴산군 연풍면 주진리 산 45-20

 02)783-8921~6

043)833-5177

 02)783-8926

043)833-0630
석회석(분)

㈜해     광 제경열 638-912 경남 고성군 삼산면 판곡리 24 055)674-5122 055)674-5124 패화석비료(입상)

㈜현대라임 임유상
706-818

233-905

대구 수성구 범어동 436-4

강원 정선군 사북읍 직전리 220-4

053)741-9566

033)591-9567

053)741-0051

033)591-9567
생석회

현대석회㈜ 이학수 395-802 충북 단양군 단양읍 노동리 712-5 043)423-2750 043)423-2753 생석회

㈜협     화 김재룡 
110-716

790-300

서울 종로구 도렴동 60 도렴정우빌딩 6층

경북 포항시 남구 괴동동 1001

 02)737-2751

054)272-5072

 02)732-3625

054)272-0645

규산질비료(입상), 복합비료

석회고토비료(입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