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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제강슬래그는 제강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산업부산물로 토목용, 돌용 및 시멘트 원료 등으로 재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재

활용분야가 대부분 저부가가치 분야에 집중되어 제강슬래그의 장점을 활용한 다양한 분야로의 활용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

강슬래그를 콘크리트용 골재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있었으나 한정적인 제강슬래그에 대해 이루어졌으며 대부분의 연구가

팽창성 억제에 관한 것으로 실질적인 콘크리트용 골재로써의 적합성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생산방식에 따

라 제강슬래그 골재를 구분하여 총 7종을 통한 골재간 조합을 통해 콘크리트용 골재로 활용가능성을 평가하였다. 연구결과, 제강슬

래그 골재를 일반 콘크리트용 골재와 동등하게 활용하기에는 입도, 염화물함량 등의 기준에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적절한 골재

조합을 통해 특수분야에 한하여 콘크리트용 골재로는 그 활용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주제어 : 제강슬래그, 콘크리트용 골재, 서랭슬래그, 급랭슬래그

Abstract

 Steel slag is being recycled into industrial by-products for civil generated inevitably in the seasonal course, road and cement

raw materials. However, the field of recycling most of the bottom portion is concentrated in the areas that are required to take advan-

tage of the situation in various fields taking advantage of the steel slag. But various studies to take advantage of the steel slag as aggre-

gate for concrete made for limiting slag was a situation that most of the studies are incomplete research on the suitability of as

aggregate for concrete practical relates to an expandable suppressed. In this study, the separation of the slag aggregate according to

the production methods to assess the feasibility aggregate for concrete aggregates, including through Steel making slag, a total of

seven kinds of steel slag aggregate. Studies show that ordinary concrete, steel slag aggregate for aggregate and on the equally to take

advantage of grading, chloride content standards such as to what is lacking, although appropriate aggregate of concrete include the

deployment of only in special sectors through the combination was assessed to have a very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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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제강과정에서 발생되는 슬래그는 다양한 활용분야에

대한 기술적 접근과 연구로 철강슬래그 재활용지침(환

경부 고시 및 지경부 고시), KS규격 제정 등의 연구성

과로 시멘트원료, 콘크리트용 혼화제, 골재, 성토재 등

에 적용이 되고 있으나, 슬래그 종류 중 하나인 제강슬

래그는 그 특성상 다른 슬래그와는 달리 활용에 제한이

있다. 그 이유는 제강슬래그 중의 유리석회에 기인하는

팽창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에이징 처리와 입도조절을

위한 파쇄처리 등에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강슬래그는 연간 약 750만톤 이상

의 막대한 물량이 배출된다는 점, 천연골재 고갈에 따

른 수급 및 비용 문제 등으로 인해, 과거와 달리 충분

한 경쟁력과 수요공급의 환경변화에 따라 그 재활용의

중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제강슬래그는 일반 골재와 달리 철분성분의 함

유로 해수 중 엽록소 생성 및 식물성플랑크톤 증식에

따른 오염해역 정화기능과 더불어 생산지역기반에서의

산업부산물 재활용에 따른 경제성 확보 및 폐기물 처리

기술로 활용 가능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환경적 변화

에 맞추어 그동안 저부가가치 활용분야에 적용되던 제

강슬래그의 활용 용도를 콘크리트용 골재로 생산하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제조기술을 개발함으로써 고부가

가치 분야, 녹색기술 분야로 확대적용하기 위하여 제강

슬래그를 이용하여 생산되고 있는 골재용 슬래그에 대

하여 콘크리트용 골재로써의 활용가능성을 일차적으로

분석한 후 분석된 특성을 활용한 제강슬래그 골재치환

해양구조물 콘크리트 제조에 목적이 있다.

2. 제강슬래그에 대한 고찰

2.1. 제강슬래그 발생

철강 제조공정은 크게 제선, 제강, 압연 공정으로 나

누어지며 제선공정이란 고로에 철광석을 넣고 코크스를

태워서 철광석 중의 산소를 제거하고 용해시켜 선철로

만드는 공정이지만 철광석을 사전 처리하는 소결이나

코크스를 만드는 과정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이다. 이때

고로에서 발생되는 산업부산물이 고로슬래그이며 고로

슬래그는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고로슬래그 시멘트의

주원료이다. 공기가 코크스를 태우면서 일산화탄소(CO)

가 발생하여 철광석 중의 산소를 빼앗아 환원 작용을

한다. 환원된 철은 탄소를 흡수하여 선철이 되어 노 바

닥에 고인다. 고인 선철은 다음 공정인 제강공정으로 이

어진다. 

제선공정을 거쳐 생성된 선철은 탄소 함유량이 많고

상당량의 인(P), 황(S), 규소(Si)와 같은 불순물이 함유

되어 있어 경도가 높고 취약한 특징이 있다. 이러한 선

철을 잘 늘어나면서 강인한 강(鋼)으로 만들고자 재정

련하고, 탄소(C)의 양을 줄이고 유해한 불순물을 제거

하는 과정이 제강공정이다. 이 공정에 발생되는 부산물

이 제강슬래그이며, 제강슬래그는 노(爐)에 따라 전로슬

래그와 전기로슬래그로 분류된다. 

철강슬래그는 철광석을 원료로 하는 공정과 고철을

원료로 하는 공정으로 구분되며, 철광석을 원료로 하는

공정에서는 제선공정에 고로(BF, Blast Furnace)와 전로

(BOF, Basic Oxygen Furnace)를 거쳐 강을 제조하며,

각 공정에서 고로슬래그와 전로슬래그를 배출한다. 고

철을 원료로 하는 공정은 전기로를 이용하며, 전기로 내

에서 산화와 환원 반응이 이루어지며, 각 공정 중에 산

화슬래그와 환원슬래그를 배출한다. 각 공정에서 발생

되는 슬래그 중 제선공정에서 발생되는 고로슬래그를

제외하면 모두 제강공정에서 배출되는 슬래그이다.

강의 생산 시 발생하는 부산물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점유하는 슬래그는 제선공정에서 발생하는 고로슬래그

와 제강슬래그로 분류되며, 제강슬래그는 다시 전로 슬

래그와 전기로슬래그로 분류된다. 이중에서 고로슬래그

는 콘크리트용 골재 또는 혼화재료, 시멘트 첨가재 등

으로 100% 재활용되고 있으며 제강슬래그는 체적 안정

성이 낮아 에이징을 통하여 성토용, 도로용 골재로 재

활용되기도 하지만 소요되는 에이징 기간이 매우 길고

경제성이 낮아져 건설재로 활용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1)

제선공정의 부산물로 생성되는 고로슬래그는 ‘콘크리

트용 고로슬래그 굵은 골재’에 관한 한국산업규격이

1981년도에 제정되었으며, 대한토목학회에서는 1983년

도에 ‘고로슬래그 굵은 골재 콘크리트설계 시공지침’이

제정됨으로써 제철소 주변도로 건설공사 등에 사용되어

골재난 해소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전로 및

전기로슬래그 골재는 불안정한 광물상으로 구성되어 있

어 콘크리트용 골재로의 사용에는 많은 제약이 있어 왔

다. 최근 전로 및 전기로슬래그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

뤄져서 대한토목학회에서 1985년도에 ‘제강슬래그를 사

용한 아스팔트포장 설계시공지침’이 제정되고, 1997년

도에는 ‘도로용 철강슬래그’에 대한 한국산업규격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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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었다. 

도로용 기층재료로 전로 및 전기로슬래그 적용성에

대한 연구는 1990년에 이루어졌으며 전기로슬래그 골

재를 도로용 하층 노반재료로 사용한 결과 전기로슬래

그의 입자가 치밀하고 견고하여 비싼 에이징 처리를 하

지 않아도 강도특성, 최대건조밀도 및 수중 CBR

(California Bearing Ratio)에서 우수한 값을 나타내 하

층 보조기층재로서의 기초적 성질을 충분히 만족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2)

 2.2. 제강슬래그 재활용 현황

 산업부산물을 이용한 건설재료 개발 및 적용은 유효

한 자원의 재활용과 환경보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

항으로 다양한 건설분야에서 활발히 연구 및 활용되고

있다. Table 1과 같이 슬래그는 제철소 제선공정에서

발생하는 고로슬래그와 전로슬래그, 고철을 주원료로 사

용하는 전기로에서 발생하는 전기로슬래그 등 세 가지

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중 전기로슬래그는 기타 슬래

그와 달리 안정화 등의 문제로 부가가치가 낮은 분야에

서 단순재활용·매립되고 있다.

현대 문명의 발달로 최근 건설공사는 초고층화, 대규

모화, 복잡화 되어감에 따라 건설 현장에서 양질의 천

연골재 부족 현상은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콘크리트용 대체골재의 사용이 필연적인

상황이며 새로운 골재 자원의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고로슬래그와 제강슬래그는 각각

약 1,400만톤과 1,100만톤으로 총 2,500만톤 정도가 발

생하고 있으며, 제강슬래그 중 전기로슬래그는 450만톤,

전로슬래그는 약 650만톤 정도 생산되어 수거되고 있

다.3) 이와 같이 수거된 슬래그는 도로 노반재, 시멘트

혼화재료, 토목용 재료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조강 1 ton당 고로슬래그 330 kg, 제강슬래그 150 kg

정도가 발생되며, 2014년 슬래그 발생에 따른 재활용

현황은 Table 1과 같이 고로슬래그의 경우 시멘트 원료,

제강슬래그의 경우는 성토용 및 도로용이 가장 큰 비율

을 점유하고 있다.4)

제강공정에서 발생되는 슬래그를 제강슬래그라고 통

칭하며, 공정별로 세분화하여 분류할 수 있으나 일반적

으로 전로슬래그 및 전기로슬래그로 나누어볼 수 있다.

현재 국내의 전로 슬래그의 재활용 용도는 도로용 및

성토용이 약 70%정도로 발생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콘크리트용 골재 등 실제 건설현장에서 요구되

고 있는 골재로서의 활용은 전무한 실정이다.5) 향후 천

연자원의 고갈 및 산업폐기물의 재활용을 통한 환경 보

호 측면을 고려할 경우, 전로슬래그와 같은 산업부산물

의 재활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환경

의 유효이용기술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관심이 증가하

고 있다.

제강슬래그는 성토용 골재 43.2%, 도로용 골재

27.2%로서 전체의 70.4%가 골재로 활용되었으며, 약

21.7%가 공정내 재사용되어 부가가치가 거의 없는 골

재로의 활용이 대부분이다.

2014년 전로슬래그 발생량은 약 650만톤으로, 주로

토목용 성토재(31%), 도로 노반재(40%) 등으로 활용되

고 있으며, 이외에 제철공정에 재활용하거나 일부 벽돌

용 골재 등으로 저급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가장 큰 이유는 제강슬래그의 경우, 고로슬래

그와 달리 잠재수경성이 낮아 시멘트용으로는 활용이

곤란할 뿐만아니라, 제강슬래그 내 유리석회(free-CaO)

및 유리마그네슘(Free MgO), C2F및 β-C2S등이 존재하

며, 이중 유리석회와 유리마그네슘은 물과 접촉될 경우

체적이 약 2 - 3배 정도 팽창하여 자기붕괴성을 나타내

기 때문이다.

제강슬래그를 토목용으로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한 3개월 이상 에이징 처리를 하여야 하므로 이에 따른

비용의 발생 및 환경적 문제를 수반한다.

최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급랭방식의 슬

래그 처리방식이 도입되어 슬래그 처리방식에 있어 새

로운 시도로 소개되고 있다. 즉, 전로슬래그는 CaO와

Fe2O3가 75 ~ 80% 수준으로 주를 이르고 있으며

1216oC 이상에서는 액상과 고상의 2CaO·Fe2O3로 존재

Table 1. Slags of recycle rate by applications (%)

Use
Ironmaking slag Steelmaking slag

BF slag BOF slag EAF slag

bpm 26 2.6

cement 71.0 1.7 0.1

fill 0.2 30.8 65.3

road 23.0 40 17.4

foundation 4.6

fertilizer 4.7 3.1

brick 0.9

etc 1.1 1.5 6

total 100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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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1216oC 이하에서는 2CaO·Fe2O3와 CaO·Fe2O3상이

공존하며, 온도저하에 따라 액상에서 고상으로 서서히

변화되는데, 이때 2CaO·Fe2O3가 CaO·Fe2O3로 전이되

면서, 유리석회가 독자적으로 정출되어 팽창성의 free-

CaO가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이, 액상에서 고상으로 서서히 변화되면서

free-CaO가 정출되나 이러한 임계점을 빠르게 통과시키

면 액상상태의 상이 그대로 유지되고, 이에 따라 정출

되는 CaO량이 급감하게 되어 급랭전로는 0.1 ~ 1.0%로

기존 서랭슬래그의 free-CaO의 2 ~ 4%와 비교하여 그

양이 현저히 저하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급랭에

의해 정출 CaO 발생량 극감은 수침팽창비 0.05%미만,

오토클래이브 팽창도 0.1%미만으로 팽창안정성을 확보

하게 된다. 이를 위해 수중급랭, 공기분사 급랭 등의 방

식으로 슬래그 내 free-CaO저감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방식은 대규모의 야적장, 환경오염 및 장시간이 요구되

는 서랭방식에 비해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제강슬래그 골재 및 조합별 평가

3.1 사용 제강슬래그 골재

본 연구에서는 콘크리트용 골재 규격에 부합되는 전

로제강슬래그 골재 생산을 위해 급랭 제강슬래그와 서

랭 제강슬래그의 기본 물성치를 분석하고, 에이징방식

에 따른 두 가지 슬래그를 각기 조합, 굵은골재 최대치

수에 변화를 준 총 6개 혼합 전로제강슬래그 및 1개의

잔 골재용 전로제강슬래그에 대해 물성평가를 실시하였

다. 전로제강슬래그는 잔 골재와 굵은 골재가 혼재되어

있는 상태로 배출되기 때문에 물성평가를 위해서 5 mm

체가름을 선행한 후 이를 토대로 굵은 골재와 잔 골재

로 분리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3.1.1. 서랭제강슬래그 

서랭제강슬래그(Air-cooled steel slag, 이하 ACSS)는

에이징 처리과정 특성 상 초기 커다란 덩어리로 존재하

며 이를 적당한 입도를 가질 수 있도록 분쇄과정을 통

하게 골재로 활용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

랭슬래그로 생산되는 25 mm, 20 mm 파쇄골재를 중심

으로 급랭슬래그 골재와 이를 조합한 골재에 대한 콘크

리트용 골재 품질기준 적합성을 평가하였다.

3.1.2. 급랭전로슬래그

급랭전로슬래그(Rapidly chilled steel slag : 이하

RCS)는 고속의 공기를 이용하여 급랭시켜는 방식을 사

용하기도 하나 본 연구에서 사용된 급랭슬래그는 Fig. 1

과 같이 고온의 액상상태의 슬래그를 물로 급랭함과 동시

에 분쇄를 실시하여 처리된 급랭슬래그이다. 이러한 급

랭과 분쇄과정을 걸쳐 생산된 슬래그를 최대치수별로

구분하여 Table 2와 Fig. 2와 같이 20 mm 미만 수준

의 굵은 골재와 2.5 mm 수준의 잔 골재로 구분하여

서랭슬래그 골재와의 물성비교 및 혼합골재로써의 특성

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의 전로제강슬래그 물성치와 콘크리트

용 일반 골재와의 차이점을 파악한 후 콘크리트용 골재

로 재활용하기 위해 전로제강슬래그의 개선사항 및 최

적입도선정을 위한 골재조합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

였다.

Fig. 1. Rapidly chilled steel slag (RCS).

Table 2. Slag types

No. Types of steel slags Gmax

1 RCS 13-20 mm

2 ACSS 70 mm - crushed slag 25 mm

3 ACSS 70 mm - crushed slag 20 mm

4 ACSS 70 mm 50%(#2)+ RCS 50% 25 mm

5 ACSS 70 mm 50%(#3)+ RCS 50% 20 mm

6 ACSS non-rushed slag 20 mm

7 Fine RCS – sand (5 mm below) 2.5 mm

Fig. 2. Types of Slag Aggreg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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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시험방법

콘크리트용 골재는 입자크기에 따라 굵은 골재와 잔

골재로 구분되며 이를 구분하는 체의 눈금크기는 5 mm

를 기준으로 이보다 큰 경우를 굵은 골재, 작은 경우를

잔 골재로 분류한다. 이에 따라 전로제강슬래그를 굵은

골재와 잔 골재를 구분하고, 현재 콘크리트용 골재에서

시행되고 있는 동일한 항목으로 한국산업규격의 각 기

준에 따라 진행하였다.

3.2.1. 체가름

5 mm 이하 골재와 5 mm 이상 골재 각각의 조립률

은 KS F 2502「굵은 골재 및 잔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에 의하여 Fig. 3과 같이 체가름 시험기를 통하여

시행한 후 각체의 누가 잔류율을 이용하여 조립률을 구

하고, 각체의 통과 중량백분율을 이용하여 입도분포곡

선을 산출하였다.

3.2.2. 밀도 및 흡수율

5 mm 이하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을 KS F 2504

「잔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에 준하여 실

시하였으며, 표면건조포화상태로 만든 시료 500 g과 비

중플라스크를 사용하여 밀도를 산출하였다. 5mm 이상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을 KS F 2503「굵은 골재의 밀

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에 준하여 실시하였으며, 수중

상태와 표면건조포화상태, 절대건조상태의 중량을 측정

하여 Fig. 4와 같이 밀도와 흡수율을 산출하였다. 

3.2.3. 단위용적질량

5 mm 이하 골재와 5 mm 이상 골재 각각의 단위용

적질량은 KS F 2505「골재의 단위용적질량 및 실적

률 시험 방법」에 준하여 측정하였다. 절대건조상태의

시료를 20회 3층 다짐을 실시하여 용기의 윗면에서 골

재를 잘 고른 후 절대건조상태의 단위용적질량을 측정

한 후 절대건조밀도를 이용하여 실적률을 구하였다.

3.2.4. 잔 입자량

5 mm 이하 골재와 5 mm 이상 골재 각각의 잔 입자

량은 KS F 2511「골재에 포함된 잔 입자 시험 방법」

에 준하여 실시하였다. Fig. 5와 같이 건조된 시료 500 g

을 0.08 mm 체를 사용하여 물로 씻기 시험을 실시한

후 체에 남아 있는 시료를 105 ± 5oC의 건조기에서 정

중량이 될 때까지 건조하여 잔 입자량을 구하였다. 

3.2.5. 마모감량

5 mm 이상 골재의 마모감량은 KS F 2508 「로스앤

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 방법」에

준하여 실시하였다. Fig. 6와 같이 굵은 골재의 입도에

가장 가까운 입도 구분을 고르고 건조된 시료를 철구와

함께 원통에 넣어 시험기준에 각 입도에 따라 회전시키

고 1.7mm망으로 체가름하여 마모감량을 산출한다. 

Fig. 3. Sieve analysis of fine and course aggregates.

Fig. 4. Specific gravity and absorption of coarse aggregate.

Fig. 5. Bulk density, materials finer than 75 µm sieve.

Fig. 6. Abrasion and impact in the Los Angeles machin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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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염화물함유량

5 mm 이하 골재의 염화물함유량은 KS F 2515 「골

재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방법」에 준하여 질산은 적

정법을 통해 염화물 함유량을 산출하였다. 

4. 콘크리트용 전로제강슬래그 골재 시험평가 결과

4.1. 체가름

혼합상태의 슬래그를 5 mm체를 기준으로 굵은 골재

와 잔 골재로 분리하여 각각 중량비를 확인하고, 5 mm

이상, 5 mm이하의 시료를 굵은 골재, 잔 골재로 감안하

여 입도분포를 확인하였을 때, Fig. 7와 같이 혼합시료

의 5 mm체를 통한 분급결과 굵은 골재가 차지하는 비

율은 전로제강슬래그 골재 전체 평균에 있어 약 33.5%

로 잔 골재가 과도하게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

나 콘크리트용 골재로 전로제강슬래그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5 mm 체를 통한 굵은 골재와

잔 골재 선별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급랭 제강슬래그 골재

(RCS)는 현장에서 채취된 슬래그 중 콘크리트용 굵은

골재인 5 mm 이상은 약 21.4%, 나머지 78.6%가 잔

골재로 구성되었으며, 25 mm로 파쇄된 서랭슬래그골재

는 33.8%가 굵은골재, 20 mm로 파쇄된 서랭슬래그는

약 51.7%가 굵은 골재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전로제강슬래그 골재를 활용한 콘크리트용 골

재 적용 시 사전에 5mm 체를 통한 선별과정이 선행되

거나 전로제강슬래그 골재 종류별 골재크기의 구성비율

을 사전에 평가하여 콘크리트 제조에 활용하여야 보다

밀실하고 균질한 콘크리트 제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된다. 

전로제강슬래그 종류별 골재크기 구성비에 있어서는

RCS는 잔 골재, 서랭 20 mm 파쇄골재는 굵은 골재로

구분하여 이를 조합한 콘크리트 제조 시 보다 밀실한

콘크리트 제조가 가능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각각의 전로제강슬래그에서 5 mm 체를 기준으로 굵

은 골재와 잔 골재를 분류하였으며, 5 mm체 이상의 콘

크리트용 굵은 골재 체가름 시험결과, Table 3과 같이

70 mm 서랭슬래그를 20 mm로 분쇄한 골재(3번)와 서

랭 70 mm 분쇄 50% + RCS 50%(5번)를 제외한 모든 골

재가 입도분포를 벗어났으며, 급랭(RCS, 1번)과 서랭

미분쇄(6번)의 경우 골재 최대치수가 13 mm, 10 mm 인

것으로 나타나 이를 이용하여 콘크리트용 골재로 활용

하고자 할 경우, 굵은 골재 최대치수가 13mm이므로

적용대상 범위가 축소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콘크리트용 굵은 골재로 활용 가능한 입도를 가지는 전

로제강슬래그 골재는 서랭 20 mm파쇄 슬래그와(서랭

20 mm 50%파쇄골재 + RCS 50%)의 조합골재로 평가

되었다.

굵은 골재로 입고된 전로제강슬래그 6종에 대하여
Fig. 7. Weight ratio of fine and course aggregates (5 mm).

Table 3. Result of sieve analysis (5 mm above)

No.
Passing percentage (%)

25 mm 20 mm 13 mm 10 mm 5 mm 2.5 mm 1.2 mm

Standard 100 90-100 - 20-55 0-10 0-5 -

1 100 100 97 88 0 0 0

2 100 96 75 57 0 0 0

3 100 100 76 51 0 0 0

4 100 97 81 67 0 0 0

5 100 100 94 31 0 0 0

6 100 99 90 8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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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m이하 시료의 잔 골재 체가름시험결과, Table 4와

같이 모든 종류의 슬래그가 입도분포를 벗어나는 것으

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되었다. 따라서, 현재 처리 방식

의 전로제강슬래그를 활용하여 콘크리트용 잔 골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입도곡선 만족을 위한 추가적인 입

도조절이 요구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4.2. 밀도 및 흡수율 

 혼합상태의 슬래그를 5 mm 체를 기준으로 굵은 골

재와 잔 골재로 분리하여 각각의 밀도 및 흡수율을 확

인하였다. 5 mm 이상 시료의 밀도측정결과 Table 5와

같이 평균 3.24 g/cm3의 높은 밀도를 보였으며, 그 중

서랭 미분쇄 슬래그에서 선별한 5 mm 이상의 시료가

3.84 g/cm3의 가장 높은 밀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

고, 흡수율 시험결과 평균적으로 기준을 초과하는

3.29%의 높은 흡수율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서랭 미분쇄 슬래그가 4.19%로 가장 높은 흡수율을 가

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를 통해 급랭전로슬래그 골재는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흡수율을 나타내었고, 서랭미분쇄 20 mm골재는

높은 밀도 대비 높은 흡수율을 지니고 있어 이를 활용

하여 콘크리트를 제조할 경우 물-시멘트비 증가, 단위

용적질량 증가, 재료분리 등의 현상이 우려되었으며, 서

랭 70 mm 분쇄 50% + RCS 50%골재가 입도와 마찬가

지로 밀도 및 흡수율 조건에서 콘크리트용 골재 품질기

준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7종의 혼합 전로제강슬래그에서 5 mm 이하로 선별된

시료의 밀도측정결과 Table 6과 같이 평균 3.32 g/cm3

로 5 mm 이상 시료의 밀도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며,

5 mm 이상 시료보다 높은 흡수율을 갖는 것으로 평가

되었으며 이는 5 mm 이상 시료보다 많은 잔입자량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높은 흡수율은 콘크리트용 골재로 사

용 시 콘크리트 단위수량을 흡수하여 작업성 감소, 건

조수축 증대, 급결현상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급

랭 제강슬래그를 제외한 서랭슬래그 조합 전로제강슬래

그 골재는 규정을 만족시키지 못하므로 현재의 상태로

는 콘크리트용 골재로 활용이 곤란한 상태로 평가되었

다. 특히 5 mm 이하 잔 골재기준에서 서랭슬래그 단독

물성치인 2번, 3번, 6번의 경우 높은 흡수율을 나타내

어 이들 전로제강슬래그 골재를 콘크리트용으로 사전처

리 작업 없이 사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Table 4. Result of sieve analysis (5 mm below)

No.
Passing percentage (%)

10 mm 5 mm 2.5 mm 1.2 mm 0.6 mm 0.3 mm 0.15 mm

Standard 100 95-100 80-100 50-85 25-60 10-30 2-10

1 100 100 69 39 18 9 4

2 100 100 78 55 36 23 12

3 100 100 74 49 33 21 11

4 100 100 72 43 23 13 6

5 100 100 63 31 15 8 4

6 100 100 72 37 16 7 4

7 98 89 71 51 32 18 8

Table 5. Result of Specific gravity and absorption (5 mm

above)

Remark Standard 1 2 3 4 5 6

S.G (g/cm3) ≥ 2.5 3.34 3.03 2.96 3.14 3.16 3.84

Abs.%) ≤ 3.0 2.76 3.32 3.62 3.00 2.87 4.19

Table 6. Result of Specific gravity and absorption (5 mm

below)

Remark Standard 1 2 3 4 5 6 7

S.G (g/cm3) ≥ 2.5 3.47 3.03 2.96 3.14 3.16 3.93 3.50

Abs.%) ≤ 3.0 2.20 4.76 4.79 3.50 3.37 3.96 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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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단위용적질량 및 실적율

혼합상태의 슬래그를 5 mm 체를 기준으로 굵은 골재

와 잔 골재로 분리하여 각각의 단위용적질량을 확인하

였다. Table 7과 같이 전로제강슬래그 특성 상 전체적

으로 일반 천연골재에 비하여 단위용적질량은 크게 측

정되었으며 특히 서랭 미분쇄 골재인 6번의 경우 2.67

의 매우 높은 단위용적질량을 나타내어 콘크리트용 골

재로써의 적합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

나 골재 실적율에 있어서는 2번과 3번의 서랭 70 mm

분쇄 골재가 70%이상의 높은 실적률을 나타내어 콘크

리트 제조 시 밀실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4.4. 마모감량

혼합시료를 체가름 후 굵은 골재 마모감량 시험방법

에 따라 C방법으로 시험을 실시하였다. 포장용 경우

25% 이하, 기타의 경우 40% 이하 규정되어 있지만,

Table 8와 같이 전로제강슬래그 시험결과 기준치보다 현

격하게 적은 마모감량 값을 보였으며, 이는 전로제강슬

래그 골재가 마모환경의 특수한 조건에서 큰 장점을 가

질 것으로 판단된다.

4.5. 잔입자량

혼합상태의 슬래그를 5 mm체를 기준으로 굵은 골재

와 잔 골재로 분리하여 각각의 0.08 mm체 씻기 시험을

통하여 잔입자량을 확인하였다. 콘크리트의 표면이 마

모작용을 받는 경우 2.0% 이하 기타의 경우 5.0% 이

하로 규정되어 있고, 5 mm이상 시료의 경우 기준보다

적은 잔입자량 값을 보였으나, Fig 8과 같이 5 mm이하

시료의 경우 대다수의 시료가 잔입자량의 기준치를 초

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랭 70 mm 분쇄 슬래그의

경우 7%를 상회하는 값으로 평가되었다. 

4.6. 염화물함유량

5 mm이하 시료에 대하여 질산은 적정법을 통한 염화

물시험결과 슬래그 내 염화물 함유량이 급랭슬래그와

서랭슬래그 사이 약 600 ~ 800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최근 골재고갈에 의해 해사 및 순환골재 사용이 증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골재 품질기준 중 입도와 더불어

염화물 함유량에 대한 규정이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골

재 내 기준치 이상의 염화물은 철근부식의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치게 되므로 반드시 규정치 이하의 염화물 함량

을 지녀야 한다. 

평가된 염화물함량은 Fig. 9와 같이 기준치를 3 ~ 4배

Table 7. Result of bulk density, and solid content percentage of aggregate

No.
mixture 5 mm above 5 mm below

bulk density (t/m3) bulk density (t/m3) sollid content (%) bulk density (t/m3) sollid content (%)

1 2.08 1.79 53.6 2.08 59.9

2 2.02 1.84 60.7 2.16 73.7

3 2.12 1.81 61.1 2.13 72.7

4 2.16 1.86 59.2 2.17 68.7

5 2.15 1.83 57.9 2.15 67

6 2.67 2.33 60.7 2.7 68.7

7 - - 2.24 -64

Table 8. Result of abrasion test

Standard 1 2 3 4 5 6

≤ 25%

≤ 40%
18.6 16.1 16.1 16.2 17.0 15.3

Fig. 8. Result of test for amount of material finer than 75 mm

sieve (5 mm be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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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하는 수치로 전로제강슬래그를 콘크리트용 골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슬래그 제조공정이나, 에이징

처리 공정을 확인하여 염화물함유량 저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5. 결  론

전로제강슬래그를 활용한 콘크리트용 골재 적용가능

성에 대한 평가결과, 일부 골재에서는 현재의 생산방식,

에이징 처리 과정과 파쇄조건에서는 콘크리트용 골재로

서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전

로제강슬래그 골재 조합 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것으

로 평가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1) 급랭 제강슬래그는 5 mm 이상의 굵은 골재로 선

별된 시료에 대한 콘크리트용 골재용 품질기준 만족여부

평가결과 굵은 골재 품질항목 5개 중 4개 항목을 만족하

였다. 그러나 서랭 70 mm를 분쇄한 제강슬래그를 50%

에 급랭 제강슬래그 50%를 혼합한 5번의 전로제강슬래

그 조합은 굵은 골재 품질항목 5개 모두를 만족하여 가

장 높은 사용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2) 급랭슬래그의 입자는 5 mm 이상 굵은 골재가 약

21.4%, 5 mm 이하의 잔 골재가 78.6%에 이르나 서랭분

쇄 20 mm슬래그골재는 굵은 골재와 잔 골재의 혼합비율

이 51.7 : 48.3으로 매우 적절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3) 급랭슬래그의 5 mm 이상 굵은 골재는 밀도는

3.34 g/cm3로 서랭슬래그의 5 mm 이상 굵은 골재의 평

균 밀도3.22 g/cm3에 비하여 밀도가 큰 것으로 평가되

었으며 흡수율은 작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5 mm 이상

의 굵은 골재에 한해서는 급랭슬래그만이 콘크리트용

Table 9. Standard Suitability of aggregate for concrete (I)

No.
Standard of aggregate for concrete

Re mark
S.A Bulk density Abs Abr F.M C.C

5 mm

above

(Coarse agg.)

1 × ○ ○ ○ ○ N/A 4/5

2 × ○ × ○ ○ N/A 3/5

3 ○ ○ × ○ ○ N/A 4/5

4 × ○ × ○ ○ N/A 3/5

5 ○ ○ ○ ○ ○ N/A 5/5

6 × ○ × ○ ○ N/A 3/5

7 N/A N/A N/A N/A N/A N/A -

5 mm

below

(Fine Agg.)

1 × ○ ○ N/A △ × 2/5

2 × ○ × N/A × × 1/5

3 × ○ × N/A × × 1/5

4 × ○ × N/A △ × 1/5

5 × ○ × N/A ○ × 2/5

6 × ○ × N/A △ × 1/5

7 × ○ ○ N/A △ × 2/5

*S.A : sieve analysis, Abs : absorption, Abr : abrasion, F.M : finer materials C.C : Chloride content

*○ : satisfaction, × : dissatisfaction, △ : one satisfaction one dissatisfaction

Fig. 9. Result of test for chloride content (5 mm below).



58 정원경 · 황윤석 · 박동천 · 조봉석

J. of Korean Inst. Resources Recycling Vol. 25, No. 2, 2016

골재 품질기준의 염화물함유량 조건을 만족하였다. 그

러나 서랭슬래그 모두 염화물함량에서는 기준 대비 4배

이상의 높은 염화물을 나타내어 철근 부식의 우려가 없

는 특수환경 및 무근 콘크리트 구조물에 한하여 적용하

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4) 골재조합에 따른 물성변화는 급랭슬래그(RCS)의

첨가비율이 증가할수록 밀도는 높아지며 흡수율은 저감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밀도가 높고 흡수율이 작

은 RCS 골재가 증대될수록 수반되는 현상으로 해석되

었으며 실적률에 있어서는 골재조합별 큰 차이를 나타

내지 않았으나 전로제강슬래그 종류별 단독사용보다는

잔 골재가 주를 이루는 RCS 골재와 굵은골재 비율이

51.7%로 가장 높은 서랭분쇄 20 mm골재를 조합하여

사용할 경우 입도분포 보정 및 콘크리트 배합 시 작업

성 향상, 건조수축 저감, 수밀성 확보, 내구성 증대 등

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즉, 급랭 단독 제강슬래그는 5 mm 이상의 굵은 골재

로 선별된 시료에 대한 콘크리트용 골재용 품질기준 만

족여부 평가결과 굵은골재 품질항목 5개 중 4개 항목

을 만족하였으며, 서랭 70 mm를 분쇄한 전로제강슬래

그를 50%에 급랭 제강슬래그 50%를 혼합한 5번의 전

로제강슬래그 조합은 굵은 골재 품질항목 5개 모두를

만족하여 가장 높은 사용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

된다. 따라서, 차기연구에서는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전로제강슬래그 골재를 이용한 해양구조물 콘크리트 제

조 연구를 시행코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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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학회의 이사회 및 편집위원회를 통하여 학회운영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논문심사료 폐지’

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학회 재정여건상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되었습니다.

▣ 그간 논문 심사료는 논문 심사가 우편발송으로 진행되는 여건상 꼭 필요한 부분이었으나, 현재는 모든

심사가 이메일과 온라인시스템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폐지하는 쪽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심

사위원들께서 논문 심사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시는 점을 알기에 어렵게 결정하였습니다. 너그러운

이해를 구합니다.

▣ 2016년 하반기(7월)부터 접수되는 논문에 대해서는 심사료를 지불하지 않을 계획임을 알려드리며 양해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