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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앞서 분석된 제강슬래그 골재의 특성을 활용하여 해양구조물 중에 하나인 테트라포트에 대한 콘크리트 제조 가능

성을 연구하였다. 제강슬래그 골재 평가결과, 급랭전로슬래그와 서랭식 20 mm 분쇄 슬래그 및 이들을 50%씩 조합한 골재의 물성

이 콘크리트용 골재 물성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어 이를 활용하여 콘크리트 물성을 평가하고 최적배합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급랭전로슬래그(RCS), 서랭식 20 mm 슬래그 골재의 단독사용은 작업성, 성형성에 있어 다소 불리한 것으로 평가되었으

나 RCS 50%와 서랭 20 mm 50%를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 작업성 향상 및 내구성 또한 향상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제강

슬래그 골재를 이용한 해양구조물 제조에 있어 급랭식 또는 서랭식 골재의 단독사용보다는 골재간 조합을 통하여 콘크리트용 골재

품질기준을 만족시킨 후 사용하여야 할 것이며, 골재 품질기준을 만족한 제강슬래그 골재는 콘크리트 제조에 있어 일반 콘크리트용

골재와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발현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주제어 : 제강슬래그, 콘크리트용 골재, 서랭슬래그, 급랭슬래그

Abstract

In this study, earlier analyzed tetrapod, one of an original group of offshore constructions studied for manufacturability of the

concrete using the properties of steel making slag aggregate. steel making slag aggregate assessment, RCS and Blast Furnace

Slag : the 20 mm air-cooled slag and combinations by 50 %, aggregate properties on the most appropriate for the properties of

recycled aggregate concrete optimal mix, and assessing it. Properties of concrete used to be derived are judged as to bury the

studies show that the hollowing-out of the RCS, plastic sole use is in the workability of the aggregate, plastic in the 20 mm slag

also assessed to be a slight disadvantage, but RCS by mixing air-cooled coarse and 50 percent to 20 percent 50 mm. Thus,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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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ing slag marine structures using recycled aggregate, in rapid chilled slag or air-cooled slag. The sole use of the aggregate

them than to combine the aggregate of concrete. After they satisfy the quality standard quality shall be used will aggregate steel

making slag who meet the criteria concrete manufacturing in general or par with the aggregate of concrete . Performance was

assessed as to develop a more than that.

Key words : Steel making slag, Aggregate, Air-cooled steel slag, Rapidly chilled steel slag

1. 서  론

제철과정에서 발생되는 슬래그는 발생되는 과정에 따

라 제선슬래그와 제강슬래그로 크게 구분된다. 제선슬

래그는 철을 제련하는 제철과정에서 철광석에서 추출한

선철과 철분을 포함하지 않는 용융슬래그로 구분되며

용융슬래그를 쇳물과 분리하여 냉각시켜 제선슬래그로

정의하며 그 양은 1톤 조강 시 약 300 kg이 발생하게

된다. 추천된 선철은 탄소, 규소성분 등을 제거하기 위

하여 제강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때 사용되는 노는 크

게 전로와 전기로로 구분된다. 전로는 고로에서 제조된

쇳물에 고압의 산소를 불어넣어 정련하는 것이며 전기

로는 고철 등을 전기로에서 정련할 때 외부에서 열을

가하여 원료를 용해하여 정련할 때 사용되며 이때 발생

하는 제강슬래그를 각각 전로 슬래그와 전기로 슬래그

로 구분하며 발생량은 1톤당 150 ~ 200 kg수준이다.1)

 강재의 생산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슬래그를

재활용하기 위한 연구는 과거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시

행되어 현재 슬래그의 재활용률은 100%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제강슬래그 재활용 분야는 성토용, 도로용, 기초

잡석 등 활용분야에 있어 매우 저부가가치에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생산되고

있는 제강슬래그를 중심으로 콘크리트용 골재로써의 활

용가능성과 슬래그 특성을 고려한 특수 분야에 대한 콘

크리트 구조물 제조가능성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제강슬래그를 콘크리트용 골재로 활용치 못한 가장 큰

원인은 슬래그 내 팽창반응물질인 Free-CaO에 의한 팽

창 붕괴, 산업부산물에 대한 이용자 인식 부재, 골재안

정화를 위한 에이징 처리에 따른 시간적 소요 문제, 콘

크리트용 골재 활용을 위한 입도조절용 파쇄에 따른 추

가적 비용발생 등이 주요원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급랭방식 등에 의해 유리석회 함유량을 1.0%이하

로 낮출 수 있는 기술개발과 더불어 제조용 천연골재

고갈에 따른 골재수급의 어려움 및 비용증가 등으로 인

해 과거와 달리 충분한 경쟁력과 수요공급의 환경이 변

화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제강슬래그는 일반 골재와 달리 철분성분의 함유

로 해수 중 엽록소 생성 및 식물성플랑크톤 증식에 따

른 오염해역 정화기능과 더불어 생산지역기반에서의 산

업부산물 재활용에 따른 경제성 확보 및 폐기물 처리기

술로 활용 가능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환경적 변화에

맞추어 그동안 저부가가치 활용분야에 적용되던 제강슬

래그의 활용용도를 생산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특성화된

제조기술을 개발함으로써 고부가가치 분야, 녹색기술 분

야로 확대적용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급랭 및 서랭방식에 의해 제

조된 제강슬래그 골재를 활용하여 콘크리트용 골재로써

의 품질기준 적합성을 검토한 후 이를 기초로 특수 분

야에 한하여 일반 천연골재를 100%치환, 제조 가능한

콘크리트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앞서 분석된 제강슬래그의 주요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

분야로는 염화물함량에 영향을 받지 않는 무근 콘크리

트 구조물과 높은 단위중량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테트라포드 구조물 제작에 대한 제강슬래그 골재치환을

목표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테트라포드 제작을 위한 제

강슬래그 골재 100% 치환 콘크리트 제조기술의 개발에

있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레미콘 규격 ‘25 mm-

24 MPa-120 mm’ 수준의 기존 제품과 동등 또는 그 이

상의 강도 및 내구성을 갖는 제강슬래그 골재 치환 콘

크리트 제조기술을 개발하고자 한다.

2. 제강슬래그 골채 치환 콘크리트배합

 2.1. 연구내용 및 방법

제강슬래그 골재를 이용한 콘크리트 제조기술 개발에

사용된 골재는 앞서 연구된 제강슬래그 골재 중 콘크리

트용 골재 품질기준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던

급랭방식으로 생산된 RCS (Rapidly chilled steel slag),

서랭방식으로 생산되어 20 mm로 파쇄된 골재 및 잔

골재용 Fine RCS 골재(습식처리 시 잔류하는 미립분

슬래그)를 사용하였다. 또한 이들 골재조합 등 총 5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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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조건으로 조합하여 콘크리트 배합에 활용하였다.

이러한 전로제강슬래그 골재 조합 변경에 따른 물성치

를 보다 정확하게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천연골재를 사

용한 일반 콘크리트 배합도 동일하게 시행하였다.

2.2. 사용재료

2.2.1. 골재

선정된 골재 중 급랭전로슬래그 RCS는 콘크리트용

골재 품질기준 중 입도분포를 제외한 밀도, 흡수율, 마

모감량 및 잔입자량을 만족하는 골재특성을 보였으며

서랭 20 mm분쇄골재는 흡수율을 제외한 품질기준을 만

족한 골재였으며 잔 골재용 Fine RCS는 밀도 및 흡수

율을 만족하는 골재로 평가되었다.

또한, 이들 골재의 조합 중 RCS 50%와 서랭

20 mm 50% 골재 조합은 모든 품질기준을 만족하였으

며 이를 콘크리트용 골재로 활용하였다. 또한, 콘크리트

물성변화를 평가하기 위하여 RCS, 서랭 20 mm 및

Fine RCS 골재를 각각 6 : 4, 7 : 3, 5 : 3 : 2로 혼합한

혼합골재를 선정하여 비교평가 하였다. 또한 Table 1과

같이 제강슬래그 골재를 활용한 콘크리트와의 비교분석

을 위하여 일반 천연골재를 사용한 기존의 레미콘 배합

을 실시하여 비교분석하였다.

2.2.2. 시멘트

결합재로 사용된 고로슬래그 시멘트는 Table 2와 같

이 비중 2.94로 일반 포틀랜드시멘트에 비해 매우 작은

비중과 높은 분말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이

는 고로슬래그 미분말에 의한 영향으로 판단된다.

2.2.3. PC계 고성능유동화제(S.P)

본 연구에서는 전로제강슬래그 골재 사용 시 강도발

현 및 원활한 작업성 확보를 위하여 S사의 PC계 고성

능 유동화제를 사용하여 콘크리트를 혼합한 후 물성평

가를 실행하였다.

2.2.4. 시험항목

국내 생산 전로제강슬래그 골재를 활용한 콘크리트

제조기술에 있어 제강슬래그 종류별 골재조합에 대한

평가로 배합 후 FIg. 1과 FIg. 2와 같이 슬럼프, 공기

량 시험, 압축강도, 휨강도시험 및 단위중량, 흡수율 시

험을 실시하였다. 또한 배합 후 상태에 대해 작업성, 시

공성 및 재료분리 가능성에 대해 평가하였으며 기본적

인 내구성 평가를 위하여 FIg. 3과 같이 건조수축, 염

소이온투과저항성에 대해 평가하였다.

2.2.5. 시방배합설계

시방배합 국내생산 전로제강슬래그 골재 활용 콘크리

Table 1. Mixture proportions of concrete with steel slags

No. Specimens
W/B

(%)

Unit Weighty (kg/m3)

W C RCS 20 mm Fine RCS Natural C.ANatural F.A. S.P

1 SC-1 54.6 175 320 0.0 0.0 0.0 899 868 2.24

2 SC-2 48.5 155 320 0.0 0.0 0.0 925 893 2.24

3 RCS : 20 mm (7 : 3) 48.5 155 320 1693 726 0.0 0.0 0.0 3.2

4
RCS : 20 mm : Fine RCS

( 5 : 3 : 2)
48.5 155 320 1209 726 484 0.0 0.0 3.2

5 RCS : Fine RCS (6 : 4) 48.5 155 320 1451 0.0 967 0.0 0.0 3.2

6 RCS : Fine RCS (5 : 5) 48.5 155 320 1209 0.0 1209 0.0 0.0 3.2

7 RCS : Fine RCS (4 : 6) 48.5 155 320 967 0.0 1451 0.0 0.0 3.2

8 RCS : 20 mm (5 : 5) 45.2 145 322 1207 1207 0.0 0.0 0.0 3.2

9 RCS:20 mm (5 : 5) 41.3 133 322 1207 1207 0.0 0.0 0.0 1.61 

Table 2. Properties of cement

Remark Specific gravity Fineness (cm2/g) Initial times (hrs) Finishing times (hrs)

Blast-furnace slag cement 2.94 4,554 4.5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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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제조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제 현장에서 사용

하고 있는 천연골재 배합을 기초로 제강슬래그를 치환

적용하여 제품화 가능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RCS, 서랭 20 mm 파쇄골재 및 Fine

RCS 슬래그를 활용하여 제강슬래그 조합별 콘크리트

물성변화 시험을 실시하였다. 단위시멘트량은 320 kg/m3

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물-시멘트비는 해양구조물 특성

을 고려하여 수밀성 향상을 위한 48.5%로 선정하였다.

3. 실험결과

3.1. 굳지 않은 상태의 특성

전로제강슬래그 골재를 콘크리트에 활용하기 위한 평

가에서는 일반콘크리트 2종과 제강슬래그 종류별, 조합

별 7종 등 총 9가지 변수에 대해 배합을 시행하였다. 

일반콘크리트에 사용된 골재는 천연골재를 사용하였

으며 제강슬래그 골재는 RCS, 서랭 20 mm와 Fine

RCS를 사용하였다. 

또한 해양구조물 특성 상 수밀성 및 내구성 확보를

위하여 물-시멘트비를 50%이하인 48.5%로 선정하여 시

방배합을 작성하였으며 이를 골재특성 및 작업성 확보

에 맞게 현장배합으로 수정배합하였다.

3.1.1. 슬럼프 평가

Table 3과 같이 물-시멘트비에 대한 슬럼프 측정결과

를 살펴보면, 일반콘크리트의 경우 물-시멘트비 48.5%

조건에서는 배출 슬럼프가 65 mm를 나타내었으며 물-

시멘트비가 54.6%로 증가함에 따라 작업성도 100 mm

로 증가되는 일반적인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RCS, 서랭 20mm 및 Fine RCS를 사용한

배합에서는 물-시멘트비 48.5%조건에서는 무슬럼프로

작업성이 확보되지 않는 배합상태를 나타내었으며 물-

시멘트비를 54.6%로 향상시킨 #7 배합조건에서 65mm

의 초기 배출슬럼프를 나타내었다.

이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RCS와 20 mm 골재를

혼합한 #3배합의 경우 콘크리트 미분의 부족으로 성형

및 마감성이 불량하였으며 작업성 불량에 따른 배합상

태로 골재 및 시멘트가 충분히 혼합되지 못한 상태로

재료분리가 발생하였다.

Fine RCS를 20% 첨가한 #4배합의 경우는 3번 배합

보다 배합상태는 다소 양호하여 성형성은 확보할 수 있

었으나 현장에서 사용하기에는 마감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RCS와 Fine RCS슬래그만을 사용하여 배합한 #5 ~ 7

번의 배합상태를 살펴보면, 6:4의 배합조건에서는 마감

성, 성형성 등이 불량한 초기 배합상태를 나타내었으며

5 : 5 배합에는 다소 향상한 초기 배합상태를 나타내었

다. 마지막으로 4 : 6으로 배합한 #7배합은 마감성 및

성형성은 증가하였으나 5 mm의 잔 골재 크기인 Fine

RCS의 과도한 첨가로 콘크리트 물성보다는 시멘트 모

르타르에 가까운 물성을 나타내어 건축자재로 활용가능

성은 높았으나 이를 콘크리트로 활용하기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콘크리트용 골재품질기준을 만족하였던 골재

조합 #8,9 배합에서는 이보다 낮은 물-시멘트 조건에서

작업성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8의

경우 고성능 유동화제 1.0%의 사용은 과도한 작업성

증대로 인해 재료분리 현상이 관찰되었으며 공시체 제

작 중 과도한 블리딩수 발생과 골재침강 현상이 나타나

유동화제 혼입율 1.0%는 과도한 첨가율로 평가되었다. 

이를 개선하고 목표슬럼프 120 ± 20 mm 만족시키기

위하여 유동화제를 1.0%에서 0.5%로 감소시켜 배합한

Fig. 1. Test of fresh concrete.

Fig. 2. Strength test of hardened concrete.

Fig. 3. Durability test of concr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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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RCS50 + 2050골재조합에서의 물-시멘트비는

41.3%로 측정되어 굳지 않은 물성평가에서는 가장 우

수한 작업성과 강도, 내구성 확보를 위한 낮은 물-시멘

트비를 갖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3.1.2. 공기량 및 작업성 평가

모든 배합조건에서 공기량은 목표 공기량 범위인

4.5 ± 1.5%만족하여 콘크리트용 혼화제를 첨가할 경우

전로제강슬래그 골재에 의한 혼화제 기능 저하 및 효과

감소 등은 없는 것으로 평가되어 전로제강슬래그 골재

치환 콘크리트 제조 시 기능성 향상을 위한 혼화제 첨

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굳지않은 상태에서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전로제강슬래그 골재 중 RCS와 서랭 20 mm 조합

5 : 5 배합은 전로제강슬래그의 기타 조합 배합상태보다

전체적으로 양호하였으며 기존의 전로제강슬래그 골재

조합 대비 작업성, 시공성 및 성형성에 있어 가장 우수

한 상태를 나타내었다. 즉. 물-시멘트비 41.3%에서 슬

럼프가 140 mm 나타내어 기타 조건에서 확보할 수 없

었던 슬럼프 조건을 만족함과 동시에 공기량도 3.4%를

나타내어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앞서 평가된 콘크리트용 골재 품질기준 결

과에 기인하는 것으로 골재 입도, 잔입자량 등에 있어

기타 슬래그 골재와 달리 품질기준을 만족함에 따른 콘

크리트 물성확보가 매우 용이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

러나, 물-시멘트비가 41.3%를 넘을 경우 급격한 재료분

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골재 표면수량 및 현장품질관

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3.2. 단위용적질량 및 흡수율 특성

단위용적질량이 높은 전로제강슬래그 특성 상 이를

활용한 콘크리트 제조 시 콘크리트 단위질량이 증대되

는 현상을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콘크리트 단위질량 증

대는 콘크리트 자체의 사하중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가

져오며 완제품의 경우 운반, 거치 등에 있어 장비선정

등의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야 한다. 그러나 콘크리트

자체 중량의 증대로 외부하중에 대해 저항하여야 하는

구조물에 경우 오히려 우수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장

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즉, 전로제강슬래그를 활용한 TTP용 콘크리트는 해

풍 및 파도에 저항해야 하는 특성 상 높은 비중의 콘

크리트를 제조하여 사용할 경우 그 저항성이 더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로제강슬래그 골재를 활용한 콘크리트의 단위용적

질량 측정결과, Table 4와 같이 모든 경우에 있어 일반

콘크리트 대비 약 16 ~ 30%이상의 단위중량 증대를 가

져왔으며 잔 골재 크기의 Fine RCS를 많이 활용할 경

우 단위중량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특히 흡수량 평가에서는 천연골재를 전로제강슬래그

골재로 치환하여 제조할 경우 일반 콘크리트 대비 50%

수준으로 감소되어 매우 높은 수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즉, 전로제강슬래그 골재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수중구조물로 활용할 경우 낮은 흡

수율로 인해 일반 콘크리트보다 내구성확보 측면에서

보다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3.3. 강도특성

전로제강슬래그 조합에 따른 강도발현 특성을 살펴보

Table 3. Properties of fresh concrete with steel slags and natural aggregate

No. Specimens W/B (%) W (kg/m3) Slump (mm) Air Con. (%)

1 SC-1 54.6 175 100 6.5

2 SC-2 48.5 155 65 5.5

3 RCS : 20 mm (7 : 3) 48.5 155 - 4.4

4 RCS : 20 mm : Fine RCS (5 : 3 : 2) 48.5 155 - 4.8

5 RCS : Fine RCS (6 : 4) 48.5 155 - 4.0

6 RCS : Fine RCS (5 : 5) 51.6 165 - 5.0

7 RCS : Fine RCS (4 : 6) 54.6 175 65 5.5

8 RCS : 20 mm (5 : 5) 45.2 145 195 3.4

9 RCS : 20 mm (5 : 5) 41.3 133 14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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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Table 5와 같이 전체적으로 천연골재를 사용한 일

반 콘크리트에 비하여 압축강도 및 휨강도는 크게 향상

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특히 초기 재령3일 강도가

20 MPa를 넘는 압축강도를 나타내었으며 휨강도에서는

미립슬래그인 Fine RCS를 60% 치환한 #7 배합을 제

외하고는 5.0 MPa를 넘는 우수한 강도발현 특성을 나

타내었다. 

또한, 재령 3일에 있어 5 MPa를 크게 상회하여 거푸

집 조기 탈형이 가능한 배합조건임을 알 수 있었으며

재령28일에서의 압축강도는 30 MPa를 넘어 목표 설계

강도인 ‘f28 = 24MPa’를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로

제강슬래그 골재를 이용한 콘크리트의 외부하중 저항력

은 일반 콘크리트보다 더 우수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특히, RCS50 + 20 mm50 전로제강슬래그 조합은 휨

강도가 7.75 MPa로 가장 큰 값을 나타내어 압축뿐 아

니라 휨에 대한 저항성이 크게 향상되는 것으로 평가되

었다. 이러한 휨강도 증진은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외

력에 저항해야하는 해양구조물에 있어 압축강도와 더불

어 매우 효과적인 내구성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따

라서 전로제강슬래그 골재를 이용한 TTP용 콘크리트

제조에 있어 RCS 50%와 서랭 20 mm 50%의 조합은

매우 적절한 골재조합으로 판단되었다.

3.4. 건조수축 특성

콘크리트는 수화진행에 있어 배합수와 시멘트의 결합

에 의한 자기수축, 경화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성수축 및

대기조건에 의해 발생하는 건조수축 등에 의해 체적이

변화하게 된다. 이러한 체적변화는 콘크리트 내부에 응

Table 4. Results of test for bulk density by steel slags

No. Specimens W/B (%)
Bulk density (t/m3)

Absor. (%)
Satur. Dry

1 SC-1 54.6 2.263 2.190 3.35

2 SC-2 48.5 2.261 2.194 3.04

3 RCS : 20 mm (7 : 3) 48.5 2.950 2.900 1.71

4 RCS : 20mm : Fine RCS (5 : 3 : 2) 48.5 2.923 2.875 1.69

5 RCS : Fine RCS (6 : 4) 48.5 2.851 2.805 1.62

6 RCS : Fine RCS (5 : 5) 51.6 2.808 2.765 1.57

7 RCS : Fine RCS (4 : 6) 54.6 2.636 2.583 2.02

8 RCS : 20 mm (5 : 5) 45.2 - - -

9 RCS : 20 mm (5 : 5) 41.3 2.793 2.677 -

Table 5. Results of test for strength

No. Specimens
Compressive Strength

Flexural Strength 28d
3d 28d

1 SC-1 18.08 36.5 3.75

2 SC-2 19.35 35.6 3.84

3 RCS : 20 mm (7 : 3) 22.39 41.8 5.24

4 RCS : 20 mm : Fine RCS (5 : 3 : 2) 26.30 39.1 5.90

5 RCS : Fine RCS (6 : 4) 27.96 44.5 5.69

6 RCS : Fine RCS (5 : 5) 31.86 44.9 5.99

7 RCS : Fine RCS (4 : 6) 20.94 30.8 3.68

8 RCS : 20 mm (5 : 5) 26.54 31.53 5.1

9 RCS : 20 mm (5 : 5) 19.88 29.62 7.75



66 정원경 · 김현석 · 박동천 · 조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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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력을 발생시켜 균열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콘크리트의 건조수축은 사용골재, 배합조건 등에 의

해 크게 차이가 발생하게 되며 특히 콘크리트 체적의

60 ~ 70%를 차지하는 골재 특성에 따른 건조수축량에

변화를 보이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로제강슬

래그골재 조합에 대한 건조수축량을 측정하여 그 크기

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콘크리트에서 건조수축은 매우 중요한 물성지표 중

하나로 건조수축이 증가할 경우 초기 표면균열 및 장기

내구성에 악영향을 주게 되며 이러한 콘크리트의 건조

수축은 사용되는 재료 및 배합조건에 따라 상이하게 나

타나게 된다. 흡수율이 높은 골재의 사용, 물-시멘트비

증가, 높은 분말도를 지닌 시멘트, 잔 골재율 증대 등은

콘크리트의 건조수축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

다. TTP는 무근 콘크리트 구조물로 구속에 따른 균열

발생 등의 우려가 크지 않으나 전로제강슬래그 골재 사

용에 따른 건조수축 특성변화를 분석하고자 천연골재

대비 건조수축을 비교평가하는 시험을 실시하였다.

전로제강슬래그 골재 조합별 건조수축 특성을 살펴보

면, FIg. 4와 같이 급랭슬래그인 RCS의 첨가율이 높을

수록 건조수축은 현저하게 감소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또한, 미립슬래그인 Fine RCS의 첨가량이 증대될수록

건조수축량은 증대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즉, 급랭에 따른 슬래그의 안정성을 확보한 RCS는

콘크리트 내에서 수축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오나 미

립자의 Fine RCS는 골재 내 물량 흡수 및 건조에 따

라 건조수축량이 증대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건조수축의 특성만을 고려할 경우 전로제강슬래그를

활용한 콘크리트 제조에 있어서는 RCS의 첨가가 더욱

효과적이며 최소 50%이상 골재로 활용할 경우 건조수

축 억제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으며

Fine RCS는 건조수축의 증대를 가져오므로 사용량에

주의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전로제강슬래그 골재 RCS 50%와 20 mm

50%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건조수축은 재령 28일에 있

어 0.026% 수준으로 측정되었으며 이는 일반 콘크리트

포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허용기준치 0.15%보다 매우

낮은 건조수축량으로 전로제강슬래그골재를 콘크리트용

골재로써 치환적용함에 있어 건조수축에 대한 우려는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3.5. 염소이온투과저항성 특성

TTP는 그 특성 상 항시 해양에 노출된 상태로 해수

중의 염분에 의해 콘크리트가 열화될 수 있는 매우 취

약한 환경조건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TTP는 높은 수

밀성 및 투수저항성을 지녀야 하며 전로제강슬래그 골

재 치환 제조 시 이에 대한 명확한 검증이 반드시 선

행되어야 한다.

해양 및 수밀성을 요하는 콘크리트에서 투수저항성

확보는 매우 중요한 내구성 확보인자로 평가받는다. 콘

크리트 자체의 투수저항성이 부족할 경우 콘크리트 내

부로 수분 및 염화물이 침투하여 콘크리트 내부에 인장

응력을 발생시키고 이로 인해 균열발생 및 붕괴의 원인

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콘크리트의 투수성을 평가

하는 방법 중 하나가 염소이온을 강제적으로 콘크리트

내부에 침투시켜 그 통과량을 평가하는 염소이온투과저

항성 평가이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통해 전로제강슬래

그를 활용한 콘크리트의 수밀성 확보 등의 내구성을 평

가하였다.

본 절에서 평가한 전로제강슬래그 골재 조합별 염소

이온투과저항성을 살펴보면, FIg. 5와 같이 전로제강슬

Fig. 4. Results of test for dry-shrinkage.

Fig. 5. Results of test for resistance of concrete to chloride

ion penetration by electrical conduc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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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그 골재를 사용한 모든 조건에서 일반콘크리트 대비

최대 10배이상의 투수저항성 향상을 가져오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특히 Fine RCS를 사용한 배합에서는 통과전하량이

1,000쿨롱이하로 측정되어 불투수성의 재료로 판정되었

다. 이러한 전로제강슬래그 골재 치환 콘크리트의 높은

염소이온투과저항성은 콘크리트 흡수율이 감소된 원인

과 전로제강슬래그 자체의 높은 강도에 기인하는 것으

로 판단되었다. 

이를 통해 전로제강슬래그 골재를 활용하여 콘크리트

를 제조할 경우 높은 수밀성 및 투수저항성을 지닐 수

있어 해양구조물로서의 적용이 매우 타당한 것으로 평

가되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앞서 연구된 전로제강슬래그 골재의

물성을 기초로 하여 전로제강슬래그 종류별, 조합별 콘

크리트 배합을 시행하여 국내생산 제강슬래그 및 고로

시멘트를 활용하여 특수 분야에 적용 가능한 콘크리트

를 제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서랭슬래그, 급랭슬

래그 및 세립슬래그를 사용하였으며 이들 전로제강슬래

그를 중량비로 조합하고 천연골재를 사용한 일반콘크리

트와 비교평가 하였으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굳지 않은 콘크리트상태를 살펴보면, 급랭 전로슬

래그(RCS)와 서랭 20 mm 골재를 단독으로 사용한 경

우 성형성 및 마감성이 불량하였으며 작업성 불량에 따

른 배합상태로 골재 및 시멘트가 충분히 혼합되지 못한

상태로 재료분리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RCS와 서랭

20 mm를 5 : 5로 조합한 골재에서는 양호한 콘크리트

상태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RCS 또는 서랭 20 mm 제

강슬래그 골재를 단독으로 사용하여 콘크리트를 제조하

기보다는 적절한 조합을 통해 콘크리트에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2) 모든 배합조건에서 공기량은 목표 공기량 범위

인 4.5 ± 1.5%만족하여 콘크리트용 혼화제를 첨가할 경

우 전로제강슬래그 골재에 의한 혼화제 기능 저하 및

효과감소 등은 없는 것으로 평가되어 전로제강슬래그

골재 치환 콘크리트 제조 시 기능성 향상을 위한 혼화

제 첨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3) 전로제강슬래그 골재를 활용한 콘크리트의 단위

중량 측정결과, 모든 경우에 있어 일반 콘크리트 대비

약 16 ~ 30%이상의 단위중량 증대를 가져왔으며 서랭

20 mm 골재의 사용량 증대 시 가장 높은 단위중량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잔 골재 크기의 Fine RCS를 많이

활용할 경우 단위중량 현저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측정

되었다. 특히 흡수량 평가에서는 일반 콘크리트 대비

50%수준으로 감소되어 해양구조물로 활용할 경우 매우

높은 수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4) 압축강도 측정결과, 모든 전로제강슬래그 골재 치

환 콘크리트에서 재령 28일에 있어 설계기준강도

24 MPa를 넘어서는 압축강도를 나타내어 현재의 테트

라포트 설계기준강도를 달성하였으며 휨강도 또한

5.0 MPa 이상의 높은 강도를 나타내어 전로제강슬래그

골재 치환 배합에서 강도에 의한 구조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5) 전로제강슬래그 골재 조합별 건조수축은 급랭슬

래그인 RCS의 첨가율이 높을수록 건조수축은 현저하게

감소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또한, 미립슬래그인 Fine

RCS의 첨가량이 증대될수록 건조수축량은 증대되는 경

향을 나타내었다. 즉, 급랭에 따른 슬래그의 안정성을

확보한 RCS는 콘크리트 내에서 수축을 억제하는 효과

를 가져오나 미립자의 Fine RCS는 골재 내 물량 흡수

및 건조에 따라 건조수축량이 증대되는 것으로 평가되

었다. 

(6) 전로제강슬래그 골재 조합별 염소이온투과저항성

을 살펴보면, 전로제강슬래그 골재를 사용한 모든 조건

에서 일반콘크리트 대비 최대 10배이상의 투수저항성

향상을 가져오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특히 Fine RCS를

사용한 배합에서는 통과전하량이 1,000쿨롱이하로 측정

되어 불투수성의 재료로 판정되었다. 이러한 전로제강

슬래그 골재 치환 콘크리트의 높은 염소이온투과저항성

은 콘크리트 흡수율이 감소된 원인과 전로제강슬래그

자체의 높은 강도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를

통해 전로제강슬래그 골재를 활용하여 콘크리트를 제조

할 경우 높은 수밀성 및 투수저항성을 지닐 수 있어

해양구조물로 적용할 경우 매우 우수한 효과를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7) 전로제강슬래그 골재를 치환하여 자중증대에 따

른 외부저항력 증대와 강도발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TTP용 콘크리트 제조에 있어서는 RCS 골재 50%

와 서랭슬래그 20 mm 50%골재 치환 시 작업성, 성형

성, 강도발현 및 내구성 부분에 있어 가장 양호한 것으

로 평가되었으나 물-시멘트비가 41%보다 증가할 경우

블리딩 과다 및 재료분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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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적용 시 물-시멘트비에 대한 품질관리가 매우 철저

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안된 전로제강슬래그 골재 치

환 TTP용 콘크리트 최적배합비율은 실내평가를 수행하

여 도출된 결과이므로, 향후 현장적용 시 장비조건, 경제

성 분석, 사용성 평가 및 현장골재 특성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필요 시 수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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