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STRACT

In this study, we assessed on quality of mortar using the steel slag powder as binder. Then 

we investigated properties of mortar in the long term using steel slag for fine aggregate. 

As a result of experiment, quality of the mortar using steel slag powder appeared too low 

compared with using only OPC and compressive strength of specimen using the steel slag fine 

aggregate have similar using crush sand.

요  약

본 연구는 제강슬래그 미분말을 결합재로 사용한 모르타르의 품질을 검토하 으며, 제강슬래그

를 잔골재로 사용한 모르타르의 물성을 장기 으로 평가하 다.

실험 결과, 제강슬래그 미분말을 사용한 모르타르의 품질은 OPC만을 사용한 것과 비교하여 매

우 낮게 나타났으며, 잔골재로 사용한 경우 압축강도는 부순모래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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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재 국내 천연골재 자원은 이미 고갈되거나 이용이 제한되어 부순 골재가 량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으며, 환경 보 의 차원에서 부순골재 사용에 한 규제가 강화되어 골재 수 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어 이를 체할 새로운 골재 개발이 시 한 실정이다.

철강 생산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인 슬래그는 철강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그 발생량이 꾸 히 증가

하고 있으며, 이러한 슬래그는 고로슬래그와 제강슬래그로 분류되며 제강슬래그는 로  기로슬래

그로 구분된다. 고로슬래그의 경우 부분 시멘트 원료  실리카질 비료 등의 고부가가치로 재활용 

되고 있으나, 제강슬래그의 경우 유리석회(f-CaO)  유리마그네시아(f-MgO) 등의 불안정한 물질에 

기인한 팽창성이 우려되어 부분 도로  지반용 골재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상 으로 재활용 용

도가 제한되고 있다. 따라서 제강슬래그를 안정 이고 지속 으로 재활용율을 높이기 해서는 무엇보

다도 불안정한 물질에 의한 팝아웃(pop-out) 상의 발생 문제의 해결을 한 안정성 확보 방안이 확

립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제강슬래그의 용도 개발을 한 연구의 일환으로 제강슬래그 미분말을 결합재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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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EAFS 미분말 활성도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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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EAFS 분말도별 활성도 지수

그림 3 EAFS 잔골재 사용 압축강도

용한 모르타르 품질을 검토하 으며, 에이징(aging) 조건에 따라 제조된 제강슬래그 잔골재 사용 모르

타르의 물성을 장기 으로 검토하여 향후 제강슬래그 활용을 한 기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 다.

2. 실험개요

본 연구는 크게 기로 산화슬래그(EAFS) 미분말  잔골재를 상으로 실시하 다. EAFS 미분말

의 경우 결합재로서 시멘트(OPC) 량에 해 50%를 치환하여 사용하 고, 이때 라이애시(FA)  

고로슬래그 미분말(BFS)도 함께 비교하 다. 한 EAFS 미분말의 분말도(1,000, 2,000, 4,000, 6,000㎠

/g)를 변화시킨 모르타르에 한 활성도 지수를 검토하 으며, EAFS를 쇄 후 에이징 처리 조건을 

5수 (미처리, 100℃(3h  10h), 180℃(3h  10h))으로 설정하여 제조된 잔골재에 한 재령별 압축

강도(3, 7, 28, 56, 91일)를 검토하 다. 

3. 실험결과  분석

그림 1은 OPC에 BFS, FA, EAFS(1, 2차) 미분말

을 각각 50%씩 혼합한 모르타르의 활성도 지수를 

나타낸 것으로, OPC만을 사용한 배합에 비해 BFS 

혼합의 경우 재령 28일 이후의 압축강도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FA  EAFS(1, 2차)의 재

령 28일 압축강도는 OPC만을 사용한 것에 비교하여 

55∼35% 정도로 낮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장

기재령인 91일에서도 동일하 다. 특히 EAFS의 경

우 반응성이 거의 없어 FA에 비해서도 24∼28% 정

도 낮게 나타나 OPC를 체할 결합재로는 사용이 

어려울 것으로 단된다.

그림 2는 분말도를 1,000∼6,000㎠/g까지 변화시킨 

EAFS 미분말의 활성도 지수를 나타낸 것으로 

EAFS의 분말도가 높아짐에 따라 활성도 지수는 다

소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그러나 OPC와 비교

하여 EAFS 분말도를 6,000㎠/g까지 높인 91일 활성

도 지수도 45% 정도로 EAFS 미분말 분쇄에 따른 

활성도 향상 효과는 매우 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은 EAFS 잔골재를 사용한 모르타르의 압

축강도 측정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EAFS 잔골재 

사용 재령별 압축강도는 에이징 유·무  조건에 

계없이 부순모래와 유사한 강도를 발 하 으며,  

재령 경과에 따른 압축강도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4. 결  론

1) EAFS 미분말을 결합재로 사용한 재령 28일 활성도 지수는 OPC 비 35～40% 정도로 낮게 나타

났으며, 분말도 증진에 따른 활성도 지수 향상 효과도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2) EAFS 잔골재 사용 재령별 압축강도는 장기재령까지 부순모래를 사용한 모르타르의 경우와 유사하

으며, 그러한 경향은 에이징 유․무  조건과 계없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