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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전기로 산화슬래그를 콘크리트용 잔골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제철소 제강과정에서 용융상태로 배출되는 제강슬래그를 에이징처

리하여 안정된 구조로 변환시켜 이온이나 전자의 이동을 억제하여 슬래그의 화학적·물리적 저항성을 증대시켜 사용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전기로 산화슬래그를 콘크리트용 잔골재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KS F 4571이 제정되어 부산물의 자

원화 시스템 기반이 마련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기로 산화슬래그 잔골재를 콘크리트포장 관련 보수재로 그 효과가 인정된 폴리

머 속경성 시멘트 콘크리트(polymer rapid set cement concrete : PRCC)용 잔골재로 사용하기 위한 기초물성을 검토하였다. 본 연

구에서는 콘크리트용 전기로 산화슬래그 잔골재를 100% 치환하였으며 기존 보수재 대비 단위시멘트 20%, 라텍스 혼입률 50%를

저감시킨 최적배합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최적배합에 의한 콘크리트 성능 평가결과, 초기 압축강도 35 MPa 이상, 휨강도 7 MPa 이

상 등 매우 고강도를 나타내었으며 내구성 평가에서 투수성, 동결융해저항성, 표면박리저항성 모두 기준값 이상의 결과를 나타내는

전기로 산화슬래그 잔골재를 이용한 새로운 폴리머 속경성 시멘트 콘크리트를 개발하였다..

주제어 : 전기로 산화슬래그, 폴리머 속경성 시멘트 콘크리트, EFS-Con, 고성능콘크리트, 내구성

Abstract

Electric arc furnace slag is made in ironworks during steel refining, it is been increasing chemical and physical resistibility

using ageing method of unstable state of melting steel slag for using concrete’s fine aggregates. Which is been changing stable

molecular structure of aggregates, it restrains moving of ion and molecule.  In Korea, KS F 4571 has been prepared for using

the electric arc furnace oxidizing slag to concrete aggregates(EFS). In this study, Electric arc furnace oxidizing slag is used in

the PRCC(Polymer Rapid setting Cement Concrete) which is applied a bridge pavement of rehabilitation, largely.

The results showed that the increment of compressive strength development by 10~20%. The flexural strength of EFS-Con

increased greatly as the  electric arc furnace oxidizing slag changed. The compressive strength and flexural strength developed

enough for opening the overlayed EFS-Con to the traffic after 4 hours of EFS-Con placement. The permeability of EFS-Con

was evaluated as negligible due to its very low charge passed. Thus, EFS-Con could be used at repairing or overlaying the con-

crete at fast-track job sites.

Key words :  electric arc furnace oxidizing, PRCC, EFS-Con, high performance concrete, dur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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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산업부산물을 이용한 건설재료 개발 및 적용은 유효

한 자원의 재활용과 환경보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

항으로 다양한 건설분야에서 활발히 연구 및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산업부산물 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고

로슬래그의 재활용으로 고로슬래그의 경우 다양한 용도

로 토목 및 건축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시멘트 원

료 및 도로용 골재 등으로의 이용이 확대되어 이미 고

부가가치로 재활용되고 있다1).

그러나 제철소에서는 제선공정에서 발생하는 고로슬

래그를 포함하여 전로슬래그와 고철을 주원료로 사용하

는 전기로에서 발생하는 전기로 슬래그 등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발생량은 연간 고로슬래그 950만

톤, 전로슬래그 약 410만톤 및 전기로 슬래그 340만톤

등이며 이중 전기로 슬래그는 기타 슬래그와 달리 부가

가치가 낮은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3).

이러한 원인은, 제강슬래그가 그에 포함된 불안정한

유리석회(free-CaO) 등이 물과 반응하여 Ca(OH)2를 생

성하면서 체적팽창을 하여 붕괴되기 때문이며 이에 따

라 콘크리트용 골재로서 이용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식

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재 많은 연구를 통하여 급냉 및

서냉 등의 에이징(Aging) 처리를 통해 free-CaO의 함

유량을 1%이하로 낮추어 팽창붕괴의 위험이 없는 콘크

리트용 잔골재가 개발, 그 활용가능성이 연구되었으나
2~4) 콘크리트용 골재로의 활용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별도 가공처리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가공비용이 수반

됨에 따라 소비자의 활용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현재까

지는 경제적 타산이 맞지 않는 실정이다6,7).

최근 국내에서는 전기로 산화슬래그를 콘크리트용 골

재(Electric arc furnace oxidizing slag aggregate 이하

EFS)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KS규격(KS F

4571 콘크리트용 전기로 산화슬래그 골재, 2007)이 제정

되어 부산물의 자원화 시스템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현

재까지 전기로 산화슬래그 골재는 실용화 단계에는 도

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콘크리트용 잔골

재로서 전기로 산화슬래그의 치환율에 따른 콘크리트의

굳지 않은 성상, 역학적 성능 및 염해, 탄산화, 동결융

해 등의 내구성능 평가 등 콘크리트용 잔골재로서의 치

환이 가능하다는 연구결과가 다수 발표되고 있다5,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용융상태의 전기로 산화슬래그

를 급냉방식으로 에이징처리한 콘크리트용 전기로 산화

슬래그 잔골재를 이용하여 교량의 교면재포장 재료로

국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폴리머 속경성 시멘트 콘

크리트(polymer rapid set cement concrete : PRCC)

에 잔골재를 100% 치환시킨 새로운 콘크리트 보수재를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일반 콘크리트에서 얻을 수 없

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현장적용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는 전기로 산화슬래그 잔골재를 이용한 콘크리트

보수재료에 대한 기초물성을 연구하였다.

2. 잔골재용 전기로 산화슬래그를 이용한 초속

경 라텍스개질 콘크리트 적용성

2.1. 전기로 산화슬래그 물리적 특성

Fig. 1은 일반 강모래와 본 연구에서 사용된 전기로

산화슬래그의 입형을 비교한 것으로 용융상태의 전기로

산화슬래그를 급냉시킨 전기로 산화슬래그 잔골재는 천

연 골재인 강모래에 비해 구형에 가까운 형상을 가지고

있다. 골재 입형이 구형에 가까우면 높은 실적율을 가

지게 되며 그로 인하여 동일한 콘크리트에서 단위시멘

트량 감소가 가능하고, 슬래그 입자의 볼베어링 효과로

인해 유동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8). 또

한 전기로 산화슬래그에 대하여 급냉방식의 에이징처리

를 할 경우 슬래그 내부가 안정화된 분자구조로 변환되

어 팽창붕괴의 우려가 없는 전기로 산화슬래그 잔골재

제조가 가능하게 된다.

고속으로 급냉시킨 전기로 산화슬래그 잔골재의 화학

성분은 기존의 제강슬래그와 같이 CaO, Fe2O3, SiO2가

주성분을 이루고 있으나, F-CaO가 0.15% 이하로 나타

나는데 대부분의 CaO는 Fe2O3, SiO2와 반응하여

2CaO·Fe2O3와 2CaO·SiO2의 화합물 상태, 즉 스피넬구

조로 존재하게 된다. 스피넬 구조의 복합산화물은 화학

반응에 필요한 이온이나 전자의 이동이 어렵게 되어 안

정된 화합물을 이루고, 풍화와 같은 화학적, 물리적 요

인에 대해 매우 강한 저항성을 갖게 된다9).

Fig. 1. Shape of fine aggreg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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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은 콘크리트용 일반 잔골재와 전기로 산화슬래

그 잔골재의 규정 및 측정된 물성치를 비교한 것으로, 전

기로 산화슬래그 잔골재는 일반 잔골재에 비하여 0.41%

의 매우 낮은 흡수율을 지니고 있어 전기로 산화슬래그

잔골재를 콘크리트에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의 건조수축,

내동결성 등 내구성에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전기로 산화슬래그 잔골재의 실적율은 약 70%로 이는

전기로 산화슬래그 잔골재의 입형이 일반골재에 비해 구

형이기 때문에 충전 효과가 높아 이를 활용할 경우 콘크

리트 제조 시 단위시멘트량 저감, 건조수축저감, 고밀도

의 콘크리트 제조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본 연구에 사용된 전기로 산화슬래그 잔골재에

대한  체가름 시험 측정 결과, Fig. 2와 같이 KS 규

격에 적합한 결과를 보였으며 이는 전기로 산화슬래그

를 급냉처리한 후 별도의 선별과정을 걸쳐 콘크리트용

전기로 산화슬래그 잔골재에 맞도록 균일한 입도로 생

산된 것으로 이를 통해 균질한 제품 생산에 따른 현장

품질관리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2.2. 전기로 산화슬래그의 화학적 특성

제강슬래그를 콘크리트용 잔골재로 활용하기 위한 어

려운 문제점 중 하나가 바로 약 1%이상의 유리석회

(free-CaO)함량이다. 슬래그에 함유된 유리석회는 함유

량이 1% 이상일 경우 콘크리트의 체적팽창을 유발하므

로 1%이하로 저감시켜야 한다. 유리석회를 저감시키기

위한 방법은 에이징(Aging)처리 혹은 급냉방법이 대표

적이라 할 수 있다2). 본 연구에서 활용된 콘크리트용

전기로 산화슬래그 잔골재도 급냉방식으로 에이징처리

된 것을 사용하였으며 free-CaO함유량은 0.15%로 free-

CaO+H2O에 의한 Ca(OH)2의 체적팽창 우려가 없는 유

리석회 1%이하의 슬래그를 평가되었다.

Table 2는 XRF를 이용하여 급냉처리된 전기로 산화

슬래그 잔골재를 분석한 것으로 Fe2O3의 함유량이 가

장 높고 CaO와 SiO2의 함유량이 순차적으로 높게 나

타났다. 이런 산화물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여 슬래그

의 밀도가 높은 원인은 산화철 함량이 많은 것에 기인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3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정시험

기준에 준하여 급냉으로 전처리된 전기로 산화슬래그

잔골재에 대한 중금속용출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ICP

를 이용한 시험 결과이며, 폐기물관리법의 중금속 허용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u, As, Pb

등이 검출되었지만 그 양은 매우 미량으로 콘크리트 골

Table 1. Physical properties of fine aggregates.

Items
Max size

(㎜)

Specific 

gravity

Water absorption

(%)

Unit weight

(㎏/㎥)

Solid volume

(%)

Electric arc furnace oxidizing slag aggregate 5.00 3.70 0.41 2,554 70.0

KS F 4571* 5.00 3.10< < 2.00 1,800< -

Natural sand 5.00 2.60 1.11 1,559 60.0

KS F 2526** 5.00 2.50< < 3.00 - -

KS F 4571* : electric arc furnace oxidizing slag aggregate for concrete

KS F 2526** : aggregate for concrete

Table 2. Chemical composition of EFS.

SiO2 Al2O3 Fe2O3 CaO MgO Cr2O3 MnO K2O, CO, SO3 Free CaO

11.12 4.58 39.31 23.1 7.02 1.58 5.04 6.42 0.15

Fig. 2. The grading curve of electric arc furnace oxidizing

slag aggregate for concr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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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로서 사용이 가능함과 동시에 이를 이용할 경우 발생

가능한 환경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2.3. 초속경시멘트의 수화 및 배합 특성

일반적인 초속경 시멘트는 CaO·Al2O3, 12CaO·7Al2O3,

11CaO·7Al2O3·CaX (X : 할로겐 원소) 등의 속경성 광물을

함유하는 클링커를 석고와 혼합하여 분쇄하거나 이들 속

경성 광물의 분쇄물을 보통 포틀랜드시멘트, 석고 및 기

타의 첨가재와 혼합함으로써 제조하는 방법이 알려져 있

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초속경시멘트는 Table 4와 같은

화학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특수 시멘트는 보통 시멘트와 달리 제조광물

및 제조방식의 특수성 등으로 보통 시멘트보다 약 10

배 이상 비싸기 때문에 그 사용범위 및 용도가 한정적

이다. 본 연구에서는 급냉처리된 콘크리트용 전기로 산

화슬래그 잔골재를 이용하여 고가의 특수시멘트 사용량

을 저감시킴으로서 단순 매립용으로 이용되던 전기로

산화슬래그를 콘크리트용 잔골재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의 재창출, 사용범위의 확대, 내구성

확보 및 환경보존 등 산업부산물을 이용할 경우 얻을

수 있는 모든 가치의 극대화를 이루고자 하였다.

3. 실험방법

본 연구에서는 현재 콘크리트 교면포장 재료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폴리머 속경성 시멘트 콘크리트에 콘크

리트용 전기로 산화슬래그 잔골재를 혼입하여 기초적인

물성변화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Table 3. Leaching test result of heavy metal from EFS.

Items Unit Permissible range Result

Pb mg/l below 3 0.02

Cu mg/l below 3 0.043

As mg/l below 1.5 0.028

Hg mg/l below 0.005 N.D

CN- mg/l below 1 N.D

Cr(VI) mg/l below 1.5 N.D

Cd mg/l below 0.3 N.D

Oil % below 5 N.D

Table 4. Chemical compounds of VES cement.

SiO2 Al2O3 Fe2O3 CaO MgO SO3

Rapid setting 

cement
11.9 13 1.9 50.4 2.2 15.5

OPC 21 5 3 65 2.5 1.5

Table 5. Experimental plan.

Items Test method Evaluative standard curing time at test

Concrete pavement

repair material

Compressive strength KS F 2405 ≥ 21 4hr.

Flexural strength KS F 2408 ≥ 3.15 4hr.

Bonding stength KS F 2762 ≥ 1.4 4hr.

Dry shrinkage KS F 2424 ≤ 0.15 to 7days

Coefficient of Thermal Expansion AASHTO TP 60 3.5~26 7days

Elastic modulus KS F 2438 1.13~7.8 7days

Chloride ion penetration resistance KS F 2711 ≤ 2,000 7days

Freezing&thawing resistance KS F 2456 ≥ 80% 14days

Scaling resistance SS 13 72 44 A Acceptable 7days

Wearing test ASTM C 779 ≤ 15 7days

Bridge overlay quality 

standard

Crack resistance AASHTO PP 34 99 No cracking to 56days

Freezing&thawing resistance KS F 2456 A ≥ 80% from 56days

Scaling resistance SS 13 72 44 A Acceptable from 567days

Chloride ion penetration resistance KS F 2711 ≤ 1,000 28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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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하여 폴리머 속경성 시멘트 콘크리트의 시방

배합을 기준으로 천연잔골재를 콘크리트용 전기로 산화

슬래그 잔골재로 100% 치환하고 단위시멘트량과 라텍스

혼입률 변화를 주요 변수로 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

험은 한국도로공사 콘크리트포장 단면보수재료 및 교면포

장체 품질기준에 의거하여 Table 5와 같이 실시하였다.

3.1. 사용재료

본 연구에 사용된 속경성시멘트는 초속경계열의 시멘

트로 국내에서 SB라텍스 개질 콘크리트 생산전용 시멘

트로 개발, 생산된 것으로 주요 시멘트의 화학적 성분

은 Table 6과 같다.

본 실험에 사용된 라텍스는 국내 J사의 제품으로 성

분은 스티렌/부타디엔 계열이며 라텍스 고형분 47%와

물 53%의 액상상태로 시멘트 모르타르와 콘크리트에

사용하도록 생산된 제품으로, 교면재포장과 콘크리트포

장 보수용 라텍스개질 콘크리트에 널리 적용되고 있는

제품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잔골재는 Table 1, 7과 같이 관련

기준인 KS F 4571(콘크리트용 전기로 산화슬래그 골재)

를 만족하는 EFS5NA의 전기로 산화슬래그 잔골재와

KS F 2526을 만족하는 비중 2.6의 일반 강모래를 사

용하였으며 굵은골재는 교면포장의 덧씌우기 용도로 최

대치수 19 mm골재를 사용하였다. Fig. 3은 전기로 산

화슬래그 잔골재에 대한 알칼리골재 반응성 실험결과로

무해한 골재 범위에 포함됨을 알 수 있다. 

3.2. 실험계획 및 방법

3.2.1 강도실험

강도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압축강도 시험은 초속경

시멘트의 강도특성상 재령 4시간 강도가 일반 포틀랜드

시멘트의 일주일에 해당하는 강도값이므로, 재령 4시간,

24시간에 실험을 실시하여 초기강도발현 특성을 분석하

였다. φ100 × 200 mm의 원주형 공시체를 가지고 KS

F 2405의 제규정에 따라 압축강도를 측정하였으며 휨

강도 측정은 KS F 2408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였다.

3.2.2 내구성실험

① 투수시험은 KS F 2711에 규정된 염소이온 투과시

험방법에 따라 시험을 수행하였다. 염소이온 투과시험방

법은 단기간에 콘크리트시편의 통과전하량을 측정하여

투수저항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② 건조수축 실험은 KS F 2424에 의거 5 mm체로

콘크리트의 페이스트만을 걸려 시멘트모르타르 시편을

제작한 후 0.001 mm감도를 가진 10 mm LVDT를 사

용하여 시편의 길이변화를 측정하였다. 

③ 균열저항성 실험인 구속건조수축실험은 콘크리트

의 구속조건으로 인한 균열을 평가하기에 가장 간편하면

서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AASHTO PP 34 99에 의거하여

콘크리트시편 내부의 스틸링을 강체로 가정하고 콘크리트

링 시편이 수축할 때 발생하는 수축압에 의한 균열 발생

유무를 재령 56일까지 육안으로 관찰하여 평가하였다.

Fig. 4는 구속건조수축 실험을 위해 제작된 형틀 및

시편을 이용하여 시험체를 제작하는 전경이며, 내부 형

틀은 강체로 제작하여 콘크리트 수축을 방해, 인위적인

Table 6. Physical properties and compound of VES cement.

Blain

(/g)

Specific 

gravity

Rapid setting cement compounds(%)

C3S C2S C4A3S C4AF C3A CaSO4

5,602 2.9 16.0 16.0 30.0 6.0 3.0 20.0

Table 7. Electric arc furnace oxidizing slag aggregate for

concrete on KS F 4571.

Marking
Gmax

(mm)

Specific gravity
Potential reactivity of 

alkali-aggregate

3.1~4.0

N

4.0~4.5

H

harmless

A

harm

B

EFS 5 N A

Fig. 3. Alkali aggregate reacti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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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열발생을 유도하였다.

④ 동결-융해에 대한 저항 시험은 KS F 2456, A

Type에 따라 수중 급속동결 수중 급속융해의 방법으로

실시하였으며 이때 공시체 중심에서의 온도를 동결시 −

18oC, 융해시 4oC로 상승시키는 것을 1 사이클 4시간

으로 하여 반복 수행하였다. 각 시험체는 300사이클을

원칙으로 수행하였다.

⑤ 표면박리저항성 실험은 스웨덴 시험방법인 SS 13

72 44 A법에 의해 시행되었으며 이때 콘크리트 공시체

면적은 150 mm×150 mm로 제작하여 7일간 양생한 후

1일 1사이클로 20 ~ −20oC조건에서 공시체 표면에 3%

NaCl수용액에 노출시켜 1, 14, 28, 42, 56사이클에서

표면에서 박리된 양을 측정하여 평가하였으며 박리된

양에 따른 저항성 평가는 Table 8과 같다.

3.3. 콘크리트 배합설계

콘크리트 배합설계는 기존의 폴리머 속경성 시멘트

콘크리트 배합을 기준으로 최적배합 산정시험과 도출된

최적배합을 이용한 평가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되었다. 

전기로 산화슬래그 잔골재를 이용한 최적배합도출 시

험은 기존 폴리머 속경성 시멘트 콘크리트와 동일한 초

기성능이 발현될 수 있는 조건으로 하였으며 공정의 단

순화, 실용화 및 고부가가치 극대화를 위하여 치환율은

100%를 기준으로 하였다.

실내배합순서는 먼저 전기로 산화슬래그 잔골재와 굵

은골재를 믹서에 투입하여 30초간 비빈 후 시멘트를 넣

고 다시 30초간 건비빔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라텍스와

물을 첨가한 후 최종 30초간 비빔을 실시하여 콘크리

트를 배출하여 시험체를 제작하였다. 이렇게 제작된 시

험체는 실내에서 기건양생을 실시하였다. 

배합설계 기준으로는 기존의 폴리머 속경성 시멘트

콘크리트 시방배합을 근거로 단위시멘트 300 kg/m3,

260kg/m3과 SB라텍스 첨가량 15%, 10%, 8%에 대한

설계를 Table 9와 같이 실시하였다. 

4. 실험결과

4.1. 최적배합산정을 위한 예비실험

Table 10은 일반 잔골재를 전기로 산화슬래그 잔골재

로 100% 치환한 후 배합된 예비배합설계에 의한 콘크

리트의 굳지 않은 상태에서의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

를 살펴보면, 라텍스 첨가량과 물-시멘트비를 조절함으

로써 초기작업성 조절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

러나 라텍스 함량이 15%인 V300S47L15의 낮은 물시

멘트비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작업성으로 인해

재료분리 현상이 나타나 적절한 작업성 확보를 위해서

는 라텍스 함량의 저감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단위시멘트량이 260 kg/m3인 조건에서는 적절한 작

Fig. 4. Mold of steel ring test.

Table 8. Mixture assessment of the de-icer salt scaling

resistance of concrete according to SS13 74 22.

Frost 

resistance
Requirements

Very good
No specimen has more than 0.1kg/m2 material

scaled after 56cycles

Good

The mean value for the material scaled after

56cycles is less than 0.5kg/m2 at the same

time as m56/m28 is less than 2.0

Acceptable

The mean value for the material scaled after

56cycles is than 1.0kg/m2 at the same time as

m56/m28 is less than 2.0

Unacceptabel
If the requirements for acceptable frost

resistance are not met

Table 9. Mixture proportions of concrete.

Specimens w/c(%) S/a(%)
Unit weight(kg/m3)

C W L S G

PRCC 38 55 360 76 115 922* 777

V300S47L15 38 47 300 63 96 1176** 987

V300S47L10 38 47 300 80 64 1200** 1008

V300S47L8 38 47 300 87 51 1212** 1016

V260S47L15 38 47 260 50 83 1224** 1077

V260S47L10 38 47 260 70 55 1256** 1054

*natural sand

**electric arc furnace oxidizing slag aggreg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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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성으로 측정은 되었으나 적은 시멘트량으로 인한 시

멘트페이스트의 부족으로 슬럼프 측정 시 콘크리트의

부서짐 현상과 성형성 부족현상이 나타나 현장적용 시

콘크리트 컨시스턴시(consistency) 측면에서는 다소 불

리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모든 조건에서 기존의

폴리머 속경성 시멘트 콘크리트와 유사한 상태를 나타

내어 전기로 산화슬래그 잔골재로 치환된 고성능 콘크

리트의 제조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1은 전기로산화슬래그 잔골재로 치환된 고

성능콘크리트 예비배합에 대한 초기강도 측정값을 나

타낸 것이다. 기존의 폴리머 속경성 시멘트 콘크리트

는 초기 4시간 압축강도가 34 MPa로 교통개방에 필

요한 강도조건을 만족하고 있으며 단위시멘트를 저감

시켜 배합한 모든 경우에 있어서도 Fig. 5~6과 같이

매우 높은 초기강도발현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

한 결과는 콘크리트 구성재료 중 부피를 가장 많이

차지하는 잔골재를 실적률이 70%에 이르는 전기로

산화슬래그 잔골재로 치환함으로써 밀도높은 콘크리

트 제조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 낮은 단위시멘트량으

로도 매우 높은 강도발현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

다. 이를 통해 콘크리트용 전기로 산화슬래그 잔골재

를 이용한 고성능 콘크리트의 개발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4.2. 최적배합 도출

예비배합 및 시험결과를 통해 최적배합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단위시멘트의 경우 기존의 360 kg/m3에서

260 kg/m3으로 저감할 경우에도 초기 높은 강도발현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초기 컨시스턴시에서는 점착력 부

족, 부서짐 현상, 성형성 부족 등으로 현장적용 시 어려

움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어 최소 단위시멘트량은

300 kg/m3으로 결정하였다. 또한 라텍스 함량에서는 시

멘트대비 15% 첨가 시 매우 높은 유동성 및 작업성으

로 인하여 재료분리 현상이 나타났으므로 경제성 확보

측면과 더불어 라텍스 함량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8%

로 선정하였다. 라텍스 함량이 10%이상이면 물-시멘트

비가 35%수준에 불과하여 현장 골재 표면수 변화에 따

른 보정의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내구성을 확보할 수 있

는 최소한의 함량으로 최적배합을 결정하였다.

Table 12는 잔골재를 전기로 산화슬래그로 100% 치

Table 10. Result of fresh concrete tests.

Specimens w/c
Slump 

(mm)

Air 

content(%)

Unit weight

(t/m3)

PRCC 38 200 4.0 2.27

V300S47L15 38 270 5.6 2.68 

V300S47L10 38 250 4 2.66 

V300S47L8 38 200 4 2.67

V260S47L15 38 180 3.6 2.70 

V260S47L10 38 165 3.9 2.73 

Table 11. Result of concrete strength tests.

Specimens

Compressive 

strength(MPa)

Flextural 

strength(MPa)

4hr. 1day 4hr.

PRCC 34.0 39.0 6.0

V300S47L15 34.4 42.2 7.7 

V300S47L10 42.1 49.9 8.2 

V300S47L8 36.9 52.6 7.6

V260S47L15 33.7 43.0 8.3 

V260S47L10 36.9 44.8 7.3 

Fig. 5. Results of compressive strength.

Fig. 6. Results of flexural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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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 후 산정한 최적배합비로 기존의 교면재포장체인

폴리머 속경성 시멘트 콘크리트와 비교하여 볼 때, 단

위시멘트량과 단위라텍스량을 각각 20%, 50% 이상 줄

일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단위시멘트 저

감 및 라텍스 저감의 원인은 구상형 전기로 산화슬래그

잔골재를 치환함으로써 낮은 물시멘트비 조건에서도 매

우 높은 작업성을 나타내며, 잔골재의 높은 실적율에 의

해 결합재량을 매우 크게 절감시킬 수 있었다.

4.3. 최적배합에 의한 강도발현 특성

폴리머 속경성 시멘트 콘크리트는 스티렌/부타디엔 계

열 폴리머를 물 속에 고르게 분사시킨 SB라텍스와 조

기강도 발현이 우수한 초속경계열 시멘트, 모래, 자갈

및 소량의 혼화제와 물을 적정비율 혼합하여 제조한 콘

크리트이다.

Figs. 7~9의 폴리머 속경성 시멘트 콘크리트 강도에

대한 실내실험 결과, 압축강도는 4시간 기준강도

21 MPa보다 13 MPa이상을, 7일 압축강도에서는 2배

이상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휨강도는 4시간 강

도 6.0 MPa, 7일 8.1 MPa의 휨강도를 나타내는 특성

을 보였다. 또한, 부착강도도 4시간 강도에서 1.5 MPa

로 기준 1.4 MPa을 만족하는 결과를 얻었으며 7일 강

도에서는 기준 대비 2배 이상의 강도발현 특성을 보였

다. 잔골재를 전기로 산화슬래그 잔골재로 치환한 EFS-

Con의 강도 측정결과, 4시간 압축강도는 기준 21 MPa

보다 약 16 MPa, 폴리머 속경성 시멘트 콘크리트

34.1 MPa보다 2.8 MPa 높은 36.9MPa의 고강도를 나

타냈다. 

휨강도는 4시간 기준강도인 3.15 MPa의 2배 이상의

강도발현을 보였으며 7일 휨강도에서는 10.7 MPa까지

강도발현이 되는 특성을 보였다. 또한, 부착강도는 라텍

스가 첨가량이 저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폴리머 속경성

시멘트 콘크리트와 유사한 강도발현 특성을 보였다. 

이러한 전기로 산화슬래그 잔골재를 이용한 콘크리트

의 높은 강도발현 이유는, 천연잔골재를 치환한 전기로

산화슬래그 잔골재의 구형 입형에 의한 유동성 증진(볼

베어링)에 의한 라텍스 첨가량 감소, 골재 자체의 높은

실적률에 의한 단위수량 및 단위 결합재량 감소에도 불

구하고 콘크리트 내부의 체적안전성 향상 및 밀도 증대

에 따른 원인으로 판단된다.

4.4. 단위중량

전기로 산화슬래그 잔골재는 자체의 밀도가 약 3.6에 이

르고 단위용적질량이 천연잔골재에 비하여 약 800 kg/m3

높아 콘크리트 배합 시 천연잔골재를 100% 치환할 경

Table 12. Mixture proportions of concrete.

W/C S/a Unit weight(kg/㎥)

% % C W Latex S EFS G

PRCC 38 55 360 76 115 922 - 777

EFS-Con 38 47 300 87 51 - 1212 1,016

Fig. 7. Comparison of compressive strength.

Fig. 8 Comparison of flexural strength.

Fig. 9. Comparison of bonding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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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콘크리트 자체의 단위중량 증대를 가져온다. 이러한

단위중량 증대는 구조물의 높은 자중을 요하는 중량콘크

리트 구조물 등에는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

된다. 전기로 산화슬래그 잔골재로 치환된 콘크리트의 단

위중량 측정결과, Table 13과 같이 기존의 콘크리트 보

수재의 2.27 t/m3에 비하여 약 18% 증가된 2.67 t/m3로

측정되었다. 

4.5. 내구특성

기존의 폴리머 속경성 시멘트 콘크리트는 수성 폴리

머 일종인 라텍스를 다량으로 혼합하여 라텍스 필름막

에 의존하여 콘크리트의 제성질을 크게 향상시킨 것으

로 첨가되는 라텍스의 함량에 의해 콘크리트 내구성이

변화하게 된다. 

그러나 전기로 산화슬래그 잔골재를 이용한 고성능콘

크리트의 경우는 실적률이 높고 밀도가 큰 안정적인 잔

골재를 사용함으로써 콘크리트 구성재료자체의 수밀성,

내구성을 향상시키며 라텍스는 재료간의 부착력 증진과

콘크리트 내구성 증진에 일정부분만을 담당하게 된다.

즉, 라텍스에 의한 콘크리트 성능개선은 불연속적인 라

텍스필름막에 의존하므로 콘크리트 전단면에 걸친 균질

한 성능개선에 한계가 있으나 콘크리트 구성재료 중 가

장 큰 부피를 차지하는 골재를 개선할 경우 콘크리트

성능개선을 안정적으로 균질화할 수 있는 장점을 갖게

된다. 

Table 14는 개발된 고성능 콘크리트와 기존 폴리머

속경성 시멘트 콘크리트와의 내구성능을 비교평가한 것

으로 모든 내구성항목에 있어서 기존의 보수재와 동일

한 성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를 통해 단

위시멘트를 20% 절감시키고 라텍스 함량을 50%이상

저감시켜도 전기로 산화슬래그 잔골재를 사용하여 속경

성 콘크리트를 제조할 경우, 초기 높은 컨시스턴시 확

보, 조기 고강도 발현 및 내구성 규정을 만족하는 고내

구성의 고성능 콘크리트 제조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

었다.

4.6. 경제성 분석

폴리머 속경성 시멘트 콘크리트는 수성 폴리머 일종

인 라텍스를 혼합하여 콘크리트의 제성질을 크게 향상

시킨 것으로, 국내·외의 많은 연구결과 라텍스 혼입률

15%에서 최적의 성능발현을 나타내어 현재 이를 기준

으로 현장 구조물에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라텍스의 단

가가 높은 관계로 확대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라텍스의 효과를 최대

화하면서도 콘크리트의 내구성을 확보하고 경제성을 동

시에 저감시키기 위하여 산업폐기물의 일종인 전기로

산화슬래그 잔골재를 치환한 폴리머 속경성 시멘트 콘

크리트를 개발하였으며 이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기존

의 보수재와 비교하였다. 

Table 15에서와 같이 현재 사용되고 있는 폴리머 속

경성 시멘트 콘크리트는 높은 속경성시멘트 첨가량, 라

텍스 단가로 인하여 1당 원재료비용이 약 83만원에 이

르고 있으나 전기로 산화슬래그로 치환하여 단위시멘트

를 저감시키고 라텍스 함량을 50%이상 저감시킬 경우

약 15%의 원재료비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

Table 13. Bulk density of slags and typical concrete.

Specimens No.1 No.2 No.3 Aver. Remark

PRCC 2.28 2.26 2.27 2.27t/ 100%

EFS-Con 2.68 2.69 2.66 2.67t/ 118%

Table 14. Comparison of PRCC and EFS-Con.

Durability tests Unit PRCC EFS-Con

Elastic modulus[7days] MPa 25,841 32,328

Permeability[7days] Coulombs 220 313

Scaling resistance

[56cycles]
kg/m2 0.02 0.02

Freeze and thawing test

[A type, 300cycles]
% 84 87

Crack resistance N N

Table 15. Comparison of economical efficiency.

          Remark

 Factors
Cement Latex Sand

Total

(￦/m3)

PRCC

unit cost10)

(￦/kg)
1,480 2,500 10

amount 

used

(kg/m3)

360 115 917

cost

(￦/m3)
532,800 287,500 9,170

829,470

(100%)

EFS-

Con

unit cost10)

(￦/kg)
1,480 2,500 140

amount 

used

(kg/m3)

300 51 1,212

cost

(￦/m3)
444,000 127,500 133,320

704,820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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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재 콘크리트용 전기로 산화슬래그 잔골재의 단가

가 약 140원/kg으로 10원/kg수준인 일반골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고가이나 대규모 생산 및 활용 시 원가절감

의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제강공정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인

전기로 산화슬래그 잔골재를 사용한 속경성 라텍스개질

고성능콘크리트의 개발 및 기초적인 물성변화를 분석하

였다. 이를 위하여 굳지 않은 콘크리트와 경화 후 콘크

리트의 강도 및 내구특성 실험을 수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KS규정에 맞는 콘크리트용 전기로 산화슬래그 잔

골재를 100% 치환한 경우, 초기 4시간 압축강도는

35 MPa 이상, 휨강도는 7.0 MPa 이상의 매우 우수한

강도 발현 특성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라텍스 혼입률은

기존의 15%에 8%로, 단위시멘트량은 360 kg/m3에서

300 kg/m3으로 저감시킨 V300S47L8 배합이 현재 적용

되고 있는 교면포장용 폴리머 속경성 시멘트 콘크리트

와 가장 유사한 강도발현 특성을 보였다.

2. 기존의 폴리머 속경성 시멘트 콘크리트는 라텍스

의 혼입에 의한 불연속 필름막에 의해 콘크리트의 제성

질을 개선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 개발

된 고성능콘크리트는 콘크리트 구성재료 중 가장 큰 부

피를 차지하는 잔골재를 안정화시켜 사용함으로써 균질

하고 균일한 성능개선을 이룰 수 있으며 슬래그에 의한

내부구조의 치밀성과 이와 함께 라텍스의 필름막 형성

에 따른 내구성 증진 효과가 배가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현재의 전기로 산화슬래그 잔골재는 free-CaO 등

에 의한 팽창붕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에이징처리

에 의해 안정화과정을 걸쳐야 하므로 생산단가가 일반

골재에 비해 10배이상으로 높아 일반 구조물에 적용되

는 콘크리트에 확대적용하기에는 한계성을 지니고 있으

나 특수시멘트, 폴리머 등 재료비 자체가 매우 고가인

특수콘크리트의 경우, 전기로 산화슬래그 잔골재를 치

환하여 시멘트량과 폴리머량을 크게 저감시킴으로써 오

히려 원재료비용이 약 15%저감됨과 동시에 내구성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4. 교면포장에 적용되는 기준배합(L15)과 유사 특성

을 보이는 전기로 산화슬래그 잔골재를 이용한 고성능

콘크리트의 생산단가(V300S47L8)를 비교한 결과 약

15%의 재료비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폴리머 속경성 시멘트 콘크리트제조에 있어

전기로 산화슬래그 잔골재의 사용은 콘크리트 성능개선

효과와 더불어 경제성 확보까지 이룰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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