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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양양철광산 선광 부산물(폐석, 광미)의 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의한 중금속용출량은 환경기준값 보다 낮아 유해성

이 없으므로 그 자체를 물질전환법에 의해 순환자원화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선광 광미를 시멘트 부원료로 사용

할 경우에는 시멘트 품질안정성 차원에서 전 알카리(R2O)함량이 포틀랜드 시멘트(KS L 5201) 품질 기준치인 0.6%

를 초과하지 않도록 광미 첨가량을 3%이하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된다. 재활용 점토벽돌(KS I 3013) 1종 규

격에 부합되는 비소성 에코벽돌은 무기결합제의 15%를 광미로 그리고 일반잔골재의 100%를 철광산 폐석으로 대

체하여 제조 가능하였다. 이처럼 선광 부산물을 시멘트 부원료 및 비소성 에코벽돌로 순환자원화함으로서 광미 적

치장의 축소 및 유지관리비용 절감 그리고 에너지 사용 및 CO2 발생 절감으로 환경적 효과 및 경제적 효과를 동

시에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철광석, 광미, 순환자원화, 시멘트 부원료, 비소성 에코벽돌

Abstract

It was found that there was no problem in recycling by-products (waste rock and tailings) from Yangyang iron mine them-

selves through matter conversion because they are not hazardous according to results of KSLT method. In case of using tailings

as sub-materials of cement,  it recommended the use of less than 3% tailings dosage not to exceed 0.6% of total alkali (R2O)

content based on standard quality of portland cement (KS L 5201). Non sintered eco-brick corresponding to class 1 quality of

recycled clay brick (KS I 3013) can replace 15% of cement with tailings and 100% of general fine aggregate with waste rock

from iron mine. As mentioned above, recycling the by-products (waste rock and tailings) as sub-materials of cement and non

sintered eco-brick could gain both environmental and economic benefits, that is, reduction of scale and maintenance cost of tail-

ing ponds, decrease of energy use and CO2 e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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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광업활동은 필연적으로 다량의 광산 폐기물 내지는

부산물을 발생시킨다. 그러나 현행법상 광산활동으로 발

생되는 폐기물과 부산물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며 관련

법에서 그 처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가 없는 실정

이다. 폐기물관리법은 특별히 광산폐기물의 개념을 사

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장폐기물 내지 지정폐기물의 하나

로 ‘광재(鑛滓)’라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그 구

체적인 의미 내지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이는 동법

의 적용범위 내지 광산폐기물의 재활용 등과 관련하여

불확실성을 초래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금속광산의 경

우 선광단계에서 폐석과 미립의 광물찌꺼기(이하 광미)

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선광 부산물은  유해성 여부에

상관없이 광산 외부로 반출 시 폐기물관리법에 저촉을

받아 많은 처리비용이 발생시킬 수 있다. 이처럼 선광

부산물 처리가 국내 광물개발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

하고 있어 지속가능한 광업활동을 저해하고 있다. 최근

환경부에서 천연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 발

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

정한 처분을 촉진하여 천연자원의 소비를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추진하

고 있던 ‘자원순환기본법’이 2016년 5월에 국회를 통과

하여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것이다. 이러한 ‘자원

순환기본법’은 자원이 선 순환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

해 순환자원 인정제도를 도입하여 폐기물 중 일정요건

을 갖춘 경우 순환자원으로 인정하고 폐기물에서 제외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순환 이용

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부담금(폐기물처리부담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

록 했다. 그러므로 광산에서도 국가 환경정책에 발맞추

고 국내 광업의 활성화를 위해 금속광산 개발 시부터

폐석 및 광미의 순환자원화 방안을 모색하여 폐기물 발

생 제로화(zero emission)를 위한 자원순환형처리시스템

구축을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기존에는 광미를 단순 매

립하는 차폐매립공법1)을 적용해 왔으나 환경문제에 대

한 국민의 의식이 높아지면서 광미 그 자체를 무해화

및 감량화 하는 방안2) 그리고 이를 다양한 방법으로

처리하여 재활용하는 방안3,4)이 제시되고 있다. 호주, 캐

나다 등 광업선진국에서는 발생하는 광미의 60%이상을

갱내 채굴적의 뒤채움재로 활용하고 있다5,6). 국내외적

으로 연구되고 있는 폐석 및 광미의 순환자원화 방안으

로는 시멘트 부원료,7,8) 세라믹 소재원료,9,10,11) 건설재

료12,13) 등 다양한 물진전환법 등이 있다. 대한광물(주)

양양철광산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연간 120만톤의

철광석을 선광처리하여 정광 36만(괴광 9.6만톤, 분광

26.4만톤)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폐석 72만톤과 광미 12

만톤이 배출되고 있으므로 이를 순환자원화 하는 것이

광산의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양양철광산에서 발생되는

선광 부산물인 폐석과 광미의 유해성 여부와 광물학적,

물리적, 화학적 특성을 파악하고 그의 특성을 고려한 환

경친화적 대량 순환자원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실험재료 및 실험방법

2.1. 실험재료의 특성조사

강원도 양양군 서면 장승리에 위치한 대한광물(주) 양

양철광산 선광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조립분의 폐석과

미립분의 광미를 시료로 사용하였다. 폐석과 광미의 순

환자원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먼저 이들의 물리적 특

성 및 화학적 특성 그리고 광물학적 특성 등을 조사하

였다. 양양철광산 원광석의 XRD패턴는 Phillips X'pert

MPD장비로, 선광 광미의 화학성분은 XRF-1700장비로

그리고 입도분포도는 Mastersizer 2000(Malvern 사)으

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환경 유해성(hazard) 여

부는 국내 표준 용출시험(KSLT: Korean Standard

Leaching Test)법으로 평가하였다. 

2.2. 실험방법

Fig. 1은 선광 광미를 시멘트 부원료로 순환자원화하

기 위한 클링커 및 시멘트 제조공정도를 나타낸 것이다.

클링커 제조 후 클링커의 광물상과 유리CaO(free-CaO)

를 분석하였고 탈황석고를 첨가하여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1)를 제조하고 그의 물성을 길모어 침에 의

한 시멘트의 응결시간 시험방법(KS L 5103) 그리고

수경성 시멘트 모르타르의 압축강도 시험방법(KS L

5105)에 의해 평가하였다.

Fig. 2는 비소성 에코벽돌의 성형공정도를 나타낸 것

이다. 먼저 광미, 골재(광산폐석) 및 무기결합재의 배합

비율에 따라 강제식 팬타입 믹서에 투입하여 60 rpm으

로 건식비빔 20초, 일정량 물을 투입하여 습식비빔 60

초를 실시한 후, 진동가압성형기로 이송하여 비소성 에

코벽돌을 진동가압성형 하였다. 이때 비소성 에코벽돌

은 190 × 90 ×5 7 mm의 크기로 성형하였다. 성형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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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체는 7일 및 28일 기건양생을 실시함과 동시에 양생

일별 휨강도 및 흡수율(KS F 4419) 그리고 압축강도

(KS F 4004)을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양양철광산 폐석 및 광미의 특성

Fig. 3은 Phillips X'pert MPD장비로 분석한 양양철

광산 원광석의 XRD패턴을 나타낸 것으로 그의 주요

구성광물은 광석광물인 자철석(Magnetite; M)과 맥석광

물인 석영(Quartz; Q), 각섬석(Hornblende; Ho), 흑운

모(Biotite; B), 조장석(Albite; A), 미사장석(Microcline:

Mi), 점토광물인 녹니석(Chlorite; C) 등이 함유되어 있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한광물(주) 양양철광산 선광장

에서는 원광석을 파분쇄 및 분립공정을 통해 입도별로

여러 단계를 거쳐 자력선별로 괴광 및 분광의 자철석을

정광으로 회수하고 나머지는 폐석과 광미로 배출하고

있다. 그러므로 선광 폐석과 광미를 구성하는 광물들은

원광석에서 광석광물인 자철석을 제외한 나머지 광물들

일 것이다. Fig. 4는 선광장에서 배출되고 있는 광미의

입도분포도를 파악하기 위해 Mastersizer 2000(Malvern

사)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누적입도분포곡선에서 알 수

있듯이 90% 통과누적입도(d90)가 107 µm이고 중간경

(median경)은 26 µm 그리고 빈도분포곡선에서 알 수

있듯이 최대빈도경(mode경)은 60 µm 이었다. 이처럼

광미의 입도는 모두 0.6 mm 이하이므로 콘크리트표준

Fig. 1. Flowchart about production process of portland

cement.

Fig. 2. Flowchart about production process of non-sintered

eco-brick.

Fig. 3. XRD pattern of the tailings from Yangyang iron

mine. 

Fig. 4. Particle size distribution of the tailings from Yang-

yang iron m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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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방서(2007)에 제시된 콘크리트용 잔골재의 입도표준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콘크리트용 잔골재로는 사용이

불가능하고 콘크리트용 혼화재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

리라 판단된다. 한편 선광장에서 배출되고 있는 폐석의

입도는 5 mm 이하로 잔골재(모래)에 해당하였다.

Table 1은 XRF-1700장비로 분석한 선광 광미의

XRF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SiO2, Al2O3, Fe2O3

각각 57.5%, 13.4%, 8.41%이었다. 한편 알카리성 물

질인 MgO, K2O, Na2O의 성분은 각각 4.51%,

3.35%, 1.41%로 분석되었다.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 표준 용출시험

(KSLT: Korean Standard Leaching Test) 결과는 지정

폐기물의 여부를 판정하는 근거로 사용된다. Table 2는

양양철광산 선광 광미 및 폐석의 유해성 여부를 평가하

기 위해 수행한 KSLT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광미 내

중금속 용출량은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중금속 용출 기준치보다 낮았다. 따라서 선광 광

미 및 폐석은 별도의 무해화 공정을 걸치지 않아도 물

질전환법에 의해 토건재료로 순환자원화 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3.2. 시멘트 부원료로의 순환자원화

시멘트를 제조하는 데는 석회석(CaCO3) 이외에도

SiO2, Al2O3, Fe2O3 등을 함유한 점토, 규석, 철광석

등이 부원료로 사용되었으나 근래 들어 원료비 절감 차

원에서 이들 화학성분들을 함유한 무기계 폐기물 또는

산업부산물 등이 대체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Table 1

에서 알 수 있듯이 양양철광산 선광 광미의 화학성분

중 시멘트 부원료 성분인 SiO2(57%), Al2O3(13%),

Fe2O3(8%) 등이 다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납석

(pyrophyllite)의 대체 원료로 사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

단되었다. 하지만 포틀랜드 시멘트(KS L 5201) 규격에

MgO함량이 5%이하로 규정되어 있듯이 양양철광산 광미

에는 최종 제품인 시멘트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MgO성분(4.5%)이 비교적 높아서 사용량에 제약이 따를

것이다. 조합원료의 계수(modulus of raw material)는 클

링커의 소성성 및 시멘트의 물성에 영향을 미친다.14,15)

Table 3은 현재 S양회의 시멘트제조 원료와 실험대상인

양양철광산 광미를 이용하여 원료계수인 LSF (Lime

Saturation Factor), SM (Silica Modulus), IM (Iron

Modulus)값을 각각 90.0 ± 0.5, 2.55 ± 0.01, 1.40 ± 0.01으

로 정하고 광미 첨가%에 따른 원료 배합비를 나타낸

것이다. 철광산 선광 광미에는 철분 함유량이 비교적 많

아 본 연구에서 정한 원료계수를 맞추기 위해 광미 첨

가량이 증가할수록 철질과 CaO의 공급원인 전로슬래그

의 양은 감소하지만 고품위 석회의 첨가량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광미를 첨가하지 않은 원료 배합비를

plain으로 정하고 각각의 조합원료를 소성하여 클링커를

Table 1. XRF analysis of the tailings from Yangyang iron mine                 (Unit : %)

Composition SiO2 Al2O3 Fe2O3 CaO MgO K2O Na2O ZnO MnO P2O5 TiO2 LOI

wt% 57.52 13.41 8.41 3.02 4.51 3.35 1.41 3.31 0.97 0.16 0.17 5.70

Table 2. Concentration of heavy metals leached by KSLT method on the tailings and the waste rock from Yangyang iron mine

Heavy metals Cd As Cu Pb
Samples

Standard guideline (mg/l) 0.3 1.5 3.0 3.0

Conc. of heavy metal in leachate (mg/l)
ND ND 0.07 0.03 Tailings

ND ND 0.09 0.04 waste rock

Table 3. Modulus and mixture ratio of raw material according to dosage of tailings

Test specimen
modulus of raw material mix wt% of raw material

LSF SM IM limestone high lime converter slag pyrophyllite fly ash tailings

Plain 90.0 2.56 1.40 89.40 2.20 1.30 2.00 5.10 -

TD-3 90.0 2.55 1.41 84.20 6.00 0.90 1.00 4.90 3.00

TD-6 90.0 2.56 1.41 80.10 8.90 0.50 - 4.50 6.00

TD-9 90.0 2.54 1.39 73.50 13.90 0.20 - 3.40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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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Fig. 1)하였다. 먼저 성구기를 사용하여 각각의 조

합원료를 물과 혼합하여 반죽한 후 지름 5 ~ 25 mm의 구

형으로 성구하였다. 이를 100oC에서 건조하여 수분을

제거한 후 900oC에서 1시간 열처리하여 탈탄산(CO2

제거)시킨 다음 1,450oC에서 40분 동안 소성한 후 급

냉시켜 클링커를 제조하였다. Table 4는 광미 첨가율에

따라 제조된 클링커의 화학성분과 전 알카리(total

alkali) 함량을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Table 5는 클링커

의 원료계수, 유리 CaO (free-CaO) 그리고 이론광물조

성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유리 CaO는 에틸렌글리콜

분석법으로 측정하였고 클링커의 이론광물조성은 다음

과 같은 Bogue식14,15)을 이용하여 구한 것이다.

C3S = (4.071 × CaO%) − (7.600 × SiO2%) −

(6.718 × Al2O3%) − (1.430 × Fe2O3) −

(2.852 × SO3%) 

C2S = (2.876 × SiO2%) − (0.7544 × C3S%) 

C3A = (2.650 × Al2O3%) − (1.692 × Fe2O3%)

C4AF = (3.043 × Fe2O3%)

포틀랜드 시멘트(KS L 5201) 규격에 의하면 MgO

함량을 5%이하 그리고 전 알카리(R2O) 함량은 0.6%이

하로 규정하고 있다. Table 4에서 알 수 있듯이 시멘트

의 장기강도를 저하시키는 특징이 있는 알카리 성분

(K2O 및 Na2O)과 경화할 때 수화팽창을 일으킬 수 있

는 MgO함량은 광미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약간씩 증

가하고 있다. 특히, 광미의 첨가량이 6% 넘을 경우에는

시멘트의 장기강도를 저하시키는 특징이 있는 전 알카

리(total alkali) 함량이 0.6%을 초과하였다. 한편 Table 5

에서 알 수 있듯이 제조한 클링커의 유리 CaO는 모두

0.35 ~ 0.43%로 소성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여기서 유리 CaO는 클링커 광물로 반응하지 않고 남아

있는 미반응 CaO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 값이 크면 소

성상태가 불량하여 수화반응시 팽창반응에 의해 경화체

의 균열 또는 파괴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시멘트 제조회사에서는 유리CaO의 함유량을 1.0% 이

하로 엄격히 관리하는 항목이다.8,14) 

Fig. 5는 광미 첨가율에 따른 클링커의 X선회절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plain 시료나 광미를 첨가한 시

료로 제조한 클링커의 조성광물상인 C3S(3CaO·SiO2),

C2S(2CaO·SiO2), C3A(3CaO·Al2O3), C4AF(4CaO·Al2O3·

Fe2O3)의 패턴이 큰 차이는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원료계수인 LSF값을 동일하게 하고 소성온도 등 제

조조건도 동일하게 함으로서 나타나는 현상이라 볼 수

있다. 

Fig. 6은 광미 첨가율에 따른 클링커 광물상을 동정

하기 위해 연마편을 만들어 반사현미경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Alite의 주성분은 C3S로 클링커 광물 중 대

Table 4. Modulus and chemical composition of clinker according to dosage of tailings

Test specimen
chemical composition (wt%) of clinker Total alkali

(%)1) SiO2 Al2O3 Fe2O3 CaO MgO SO3 K2O Na2O LOI Total

Plain 22.96 5.36 3.62 64.18 2.64 0.32 0.53 0.07 0.32 100 0.4

TD-3 22.97 5.33 3.57 63.88 2.92 0.31 0.62 0.09 0.31 100 0.5

TD-6 22.99 5.33 3.54 63.63 3.12 0.31 0.71 0.15 0.22 100 0.6

TD-9 22.80 5.35 3.65 63.45 3.26 0.32 0.82 0.13 0.22 100 0.7

1) Total alkali(%) : R2O(%) = Na2O + 0.658 K2O (cf. KS L 5201)

Table 5. Modulus and chemical composition of clinker according to dosage of tailings

Test specimen
modulus of clinker theoretical mineral composition(%)l Free-CaO

(%)LSF SM IM C3S C2S C3A C4AF

Plain 88.0 2.56 1.48 44.68 32.33 8.08 11.02 0.43

TD-3 87.6 2.58 1.49 43.69 33.10 8.08 10.86 0.42

TD-6 87.2 2.59 1.51 42.56 34.01 8.13 10.77 0.35

TD-9 87.5 2.53 1.47 42.95 33.17 8.00 11.11 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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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 절반을 차지하는 각진 육각판상의 결정이다. Belite

의 주성분은 C2S로 alite 다음으로 많은 둥그스름한 형

태의 결정으로 전형적인 평행선의 줄무늬를 보이고 있

다. 광미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단기강도에 큰 영향을 미

치는 alite의 생성은 약간 감소하고 belite의 생성은 약

간 증가하는 경향은 있으나 큰 차이는 없다. 이는

Bogue식으로 구한 이론광물조성의 값(Table 5)과 XRD

분석 결과(Fig. 5)와도 잘 일치하고 있다. 한편, 간극상

의 물질인 C3A와 C4AF는 alite와 belite의 대형 결정

사이에 미소한 결정으로 석출되고 있다. 특히 C3A는

물과 반응 시 응결속도가 매우 빠르고 다른 클링커 화

합물에 비하여 상당히 큰 수화열을 가지고 있어서 시멘

트 내에 다량 함유되어 있으면 경화 시 문제를 일으키

므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의 경우에는 9%이하로 유지

하도록 하고 있다.14,15) 

시멘트는 입도 및 석고 함유량에 따라 반응성이 달라

지므로 동일한 조건에서 각각의 시멘트 물성을 평가하

기 위해 제조한 클링커에 동일한 양의 탈황석고를 첨가

하여 분말도(blaine)가 3,600 ± 100 (cm2/g) 되도록 ball

mill로 분쇄하여 시멘트를 제조하였다. 이때 클링커 내

의 SO3함량을 고려하고 포틀랜드 시멘트(KS L 5201)

1종 규격인 SO3함량 3.5%이하가 되도록 탈황석고를 첨

가하였다. Table 6은 제조한 시멘트 시작품의 물성을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제조한 시멘트 페이스트

의 물성시험 결과를 보면 광미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응

결시간은 약간 길어지고 압축강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광미 첨가량이 증가한 원료로 제조된

시멘트 페이스트의 압축강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C3S함량의 감소 때문일 것이다. Table 5에서 알

수 있듯이 Bogue식으로 구한 C3S함량은 광미의 첨가량

이 증가할수록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기

존 문헌15)에 의하면 ‘포틀랜드 시멘트에 있어서 압축강

도에 기여하는 주된 화합물은 C3S와 C2S이며, C3S는

초기강도의 대부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장기재령에

있어서도 강도증진의 효과를 계속 발휘한다. 한편, C2S

는 재령 28일까지는 강도에 거의 기여하지 않으나 그

이후의 재령에서는 강도증진에 크게 기여한다’라고 알

려져 있다. 또한 광미의 첨가량이 증가한 시멘트일수록

압축강도가 약해지는 원인은 MgO함량 및 전 알카리

(R2O)함량의 증가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즉, 광미 첨가

량이 6%이상에서는 전 알카리(R2O)함량이 포틀랜드 시

멘트(KS L 5201) 품질 기준치인 0.6%를 초과함으로

팽창력에 의한 공시체에 균열이 생겨 시멘트 페이스트

의 강도가 약해지는 결과를 보인다. 따라서 양양철광산

선광 광미를 시멘트 부원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품질안

Fig. 5.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clinkers according to dosage of tailings.

Fig. 6. Polarizing microscope analysis of clinker according

to dosage of tail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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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 차원에서 첨가량을 3%이하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고 판단된다. 이처럼 양양철광산 선광부산물로 배출되

는 광미 12만ton은 시멘트 400만ton 생산 시 부원료로

3%만 사용하여도 전량을 순환자원화 시킬 수 있으므로

광미적치장이 필요 없어 광산운영에 환경적으로나 경제

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3.3. 양양철광산 폐석 및 광미를 이용한 토건재료 제조

무기결합제(시멘트) 및 일반잔골재의 일부 또는 전부

를 양양철광산 선광 부산물인 광미와 폐석으로 대체하

여 1,200 kg/hr 규모의 pilot plant 장비로 진동압축 성

형하여 비소성 에코벽돌 시제품을 제조하고 기건양생

(Fig. 7)하여 그의 물성을 평가하였다. Table 7은 pilot

plant 장비로 제조한 비소성 에코벽돌 시작품의 배합비

이고 Table 8은 기건양생한 비소성 에코벽돌의 물성을

나타낸 것이다. 비소성 에코벽돌 시작품의 압축강도와

휨강도는 선광 부산물의 첨가율이 증가할수록 증가하고

그의 흡수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철광산 잔

골재의 첨가율이 높아질수록 에코벽돌의 강도증진 및

흡수율 감소에 효과가 있었다. 

비소성 에코벽돌 시작품의 대부분은 콘크리트벽돌(KS

F 4004) 또는 재활용골재콘크리트벽돌(KS I 3301) 품

질 기준을 만족하였다. 특히 시작품 F는 점토벽돌(KS I

3013) 및 재활용 점토벽돌(KS I 3013)의 1종 규격(압

축강도 24.5 N/mm2 이상, 흡수율 10% 이하)에 부합

되었다. 여기에서 재활용 점토벽돌(recycled clay brick)

이란 점토 등을 원료로 하고 석탄재, 광재, 분진, 연소

재 또는 소각 잔재물, 폐수처리오니, 석분오니, 폐석이

포함된 석분 등의 폐재료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40%

이상 사용하여 혼련, 성형, 건조, 소성시켜 만든 벽돌을

말한다. 이처럼 재활용 점토벽돌 1종 규격에 부합되는

비소성 에코벽돌 시작품 F는 무기결합제인 시멘트의

15%를 광미 그리고 일반잔골재의 100%를 철광산 폐석

Fig. 7. Non-sintered eco-brick in the air curing. 

Table 6. Characteristic of cement paste according to dosage of tailings

Test specimen

setting time compressive strength (MPa)
Blaine

(cm2/g)initial setting time 

(min)

final setting time 

(hr:min)

curing 

3 days

curing

7 days

curing 

28 days

TD-0 203 5:03 27.5 42.5 64.5 3,640

TD-3 203 5:33 25.1 41.4 61.7 3,680

TD-6 224 5:56 23.8 39.3 58.9 3,630

TD-9 220 6:05 24.1 39.7 56.1 3,580

Portland cement

(KS L 5201) class 1
> 60 min. < 60 hr. > 12.5 > 22.5 > 42.5 > 2,800

Table 7. Mixing ratio of raw materials for non-sintered eco-

brick

Trial 

products

Water/

Cement 

ratio

Cement

(%)

Tailings

(%)

Fine aggregate(%)

crushed 

rock

waste 

rock

A 0.18 100 0 100 0

B 0.18 100 0 50 50

C 0.18 100 0 0 100

D 0.17 85 15 100 0

E 0.17 85 15 50 50

F 0.17 85 15 0 100

G 0.17 70 30 100 0

H 0.17 70 30 50 50

I 0.17 70 30 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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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잔골재만 사용하여 제조한 것으로 중량기준으로 원

료의 85%를 철광산 선광부산물로 대체하여 재료비 단

가측면에서만 볼 때 벽돌 개당 30%의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특히, 선광 부산물을 토건재료로 순

환자원화함으로서 선광 광미 적치장의 축소 및 유지관

리비용 절감 그리고 재활용 점토벽돌(KS I 3013) 1종

규격에 부합되는 에코벽돌을 비소성으로 제조함으로서

에너지 사용 및 CO2 발생 절감으로 환경적 효과 및

경제적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을 것이다.

4. 결  론

양양철광산 선광 부산물인 폐석 및 광미의 순환자원

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그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광

물학적 조성, 중금속 용출특성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선

광 부산물을 출발원료로 시멘트 제조 및 비소성 에코벽

돌 등을 연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양양철광산 선광 부산물에 대한 중금속용출량은 환

경기준값 보다 낮아 유해성이 없으므로 선광 부산물 그

자체를 물질전환법에 의해 순환자원화 하는 데는 문제

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2) 시멘트 원료조합 시, 광미 첨가량이 6%이상에서는

전 알카리(R2O)함량이 포틀랜드 시멘트(KS L 5201)

품질 기준치인 0.6%를 초과함으로 팽창력에 의한 미소

균열이 생겨 시멘트 페이스트의 강도가 약해지는 결과

를 보인다. 따라서 양양철광산 선광 광미를 시멘트 부

원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시멘트 품질안정성 차원에서

첨가량을 3%이하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된다.

3) 재활용 점토벽돌(KS I 3013) 1종 규격에 부합되

는 비소성 에코벽돌은 무기결합제의 15%를 광미 그리

고 일반잔골재의 100%를 철광산 선광 폐석으로 대체하

여 제조 가능하므로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85%를 철광산

선광 부산물로 대체하여 재료비 단가측면에서만 볼 때 벽

돌 개당 30%의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처럼 양양철광산 선광부산물을 시멘트 부원료 및

비소성 에코벽돌로 순환자원화함으로서 선광 광미 적치

장의 축소 및 유지관리비용 절감 그리고 비소성으로 에

너지 사용 및 CO2 발생 절감으로 환경적 효과 및 경

제적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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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Physical properties of non-sintered eco-brick producted with the tailings and the waste rock from Yangyang iron mine

Trial 
product

Absorptance

(%)

specific 

gravity 

in dry air

7 days 14 days

RemarkCompressive 

strength

(MPa)

Bending

strength

(MPa)

Compressive 

strength

(MPa)

Bending 

strength

(MPa)

A 9.5 1.76 16.13 3.24 18.58 4.34 

B 9.6 1.99 17.18 4.04 19.12 4.78 

C 5.7 2.21 19.90 4.20 24.39 4.26 

D 11.9 1.59 13.60 3.69 15.00 4.75 

E 9.7 2.06 19.83 4.40 22.10 4.78 

F 4.5 2.31 24.64 4.67 25.34 5.03
class 1 of recycled 

clay brick1)

G 7.9 1.95 9.77 2.91 13.77 3.90 

H 5.9 2.04 13.06 4.06 17.45 3.75 

I 3.6 2.07 21.43 3.55 19.21 4.23 

1) Recycled clay brick(KS I 3013) class 1 : Compressive strength 24.50 MPa and over, Absorptance 10% and u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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